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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ural & Civil Engineering Labs은 각 대학의 건설공학 관련 연구실의 현황을 조사하고, 연구를 홍보를 

위해 제작된 1차 참고 자료입니다. 

연구실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으므로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원하는 연구실은 연락주시면 반영하겠으며, 미기재된 건축공학 관련 연구실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



3

머리말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Mechanical, Architectural, and Traffic Engineering 

Research Information Center, MATERIC, http://www.materic.or.kr)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건설/교통분야, 기계공학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이트릭은 1997년부터 기계공학연구정보센터로서 주로 기계공학 분야의 컨텐츠와 동향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제공하여 왔으며, 지난 2013년부터는 기계공학 및 건설/교통 분야가 포함된 연구재단 학문분류인 공학 1분야의 전문연구정

보센터로 지정되어 건설 및 교통 분야를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도시공학연구정보센터

(AURIC)와도 위탁사업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건설 분야 연구자들을 위한 동향정보 수집과 홍보를 목적으로 

국내 대학의 건설공학분야 연구실들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건설공학분야 실험실은  2015년 5월 기준으로 각 대학의 건설공학(건축 및 토목) 관련 실험실의 홈페이지

를 조사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교수와 실험실 홈페이지 정보를 기본으로 실험실소개, 연구분야, 

연구성과, 프로젝트로 본문을 구성하였습니다. 보다 넓은 시각에서 앞으로의 연구 환경을 전망할 수 있도록 논문, 프로젝트 

등을 요약하였고,  연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연구분야 및 성과를 통해 대학원 진학 및 연구실 

소개 등으로 건설공학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단, 각 대학 홈페이지 정보를 바탕으로 실험실을 통해 확인 및 

수정과정을 거쳤으나  실제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정보는 해당 실험실에 꼭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015년 메이트릭은 건설 분야의 특성화 정보 개발과 연구자 네트워크 활성을 목표로  연구자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 개발에 노력하여 연구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05월

이   석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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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연구실험실

(건축사회환경공학, 건축학)

▶ 지하공간 

▶ 구조동역학 

▶ 강구조 내진공학 

▶ 강구조 

▶ 콘크리트구조공학 

▶ 기초공학 

▶ 고성능 콘크리트 및 FRP 구조 

▶ 구조해석 

▶ 응용구조 

▶ 지반물리탐사 

▶ 지반시스템 

▶ 합성구조 

▶ 지능형 사업관리 

▶ 시공(CM)및 재료 

▶ 시공(CM)및 재료 

▶ 교통시스템 

▶ 수자원시스템 

▶ 환경재료 촉매 

▶ 수문학 

▶ 물환경플랜트 공학 

▶ 지표수문변화 

▶ 환경생명공학 

▶ 에너지재료 

▶ 건축환경 및 생태건축 

▶ 건축디자인 

▶ 건축공간행태 

▶ 도시계획 및 설계 

▶ 건축역사 





고려대학교 연구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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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하공간

지도교수 이인모

전공분류 지반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번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    화 02-3290-3310

홈페이지 http://ace.korea.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지하 공간 건설 분야의 원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이

분야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양한 건설사업과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

� � 또한 본 연구실에서는 지반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대

책을 수립하며 특히 말뚝기초,�지반조사,�연약 지반처리 등에 관한 연구

가�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연구분야

-� 터널과 지하 공간

-�지하수 흐름과 지하수 오염

-�사면 안정

-�연약지반 측방유동

-�토립자 유동

-�말뚝기초

■ 연구성과

이인모

지반과 쏘일네일링 사이의 전단거동에 관한 연구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014.03,� Vol.� 30,� No.� 3,� pp.5-16

박진호

터널 굴착면 전방의 이상지반 예측을 위한 전기비저항 기반 하모니

서치 (HS)�역해석 알고리즘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2014.03,� Vol.� 16,� No.� 2,� pp.149-160

현기창

쉴드 TBM�터널에 적용 가능한 리스크 관리:� I.� 리스크 요인 분석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2012.12,� Vol.14,� No.6,� pp.667-681

현기창

쉴드 TBM�터널에 적용 가능한 리스크 관리:� II.� 리스크 분석 방법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2012.12,� Vol.14,� No.6,� pp.68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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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구조동역학

지도교수 이학은

전공분류� 구조동역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번지 고려대학교 공학관 335호

전    화� 02-924-9610

홈페이지 http://dynamic.korea.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지진,�바람과 같은 동적하중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을 해석한다.�또한 HSB800,� CFT,�파형강판,�아치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 좌굴과 설계 강도 제안 등과 같은 고급 구조해석

을 연구하고 있다.�

� � 현재 초장대교량 사업단 내풍구조 시스템 개발에 대한 총괄을 맡고

있으며 3차원 교량의 공탄성 해석을 할 수 있는 KDCWE�프로그램과

기타 여러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

■ 연구분야

-� 초장경간 케이블교량의 공탄성 해석(플러터,� 버페팅)에 관한

-�고성능 강재(HSB800)에 대한 좌굴 및 강도 산정에 대한 연구

-�사장교 설계와 내풍단면 형상 최적화에 대한 연구

-� CFT(Concrete� Filled� Tube)와 파형강판의 해석 대한 연구

-�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에 대한 연구

-� FSI(Fluid� Structure� Interaction)에 대한 연구

-� Smart� Sensing에 대한 연구

■ 연구성과

고희중

Strength� evaluation� of� concrete-filled� steel� tube� composite�

girder� and� its� applications�

2014

주현성

Rotational� capacity� of� I-girder� system�with� high� strength� steel�

2014

■ 프로젝트

[대구경 현장타설 말뚝을 이용한 교량 기초 및 기초-교각 연결부

성능 향상 연구]� POSCO,� 2015.01.01-2017.12.31

[장경간 케이블교량 내풍구조 시스템 개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

원,� 2009.05.29-2015.12.25

[HSB800� 적용 강합성 사장교 보강형 성능향상 기술 개발]� 포항산

업과학연구원,� 2011.10.01-2014.09.30

[CFT를 이용한 신형식 교량 설계 기반기술 개발]� (주)포스코건설,�

2010.11.07-2011.12.31

[장대교량의 내풍해석 및 설계를 위한 CWE�소프트웨어 개발]�서울

특별시,� 2008.10.01-2010.9.30

[CFT� 아치 리브 구조 거동에 관한 연구]

(주)포스코건설,� 2008.10.01-2010.9.30

[발열기구를 이용한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온도에 따른 열전달 해

석],� ALTO,� 2008.08.01-200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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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강구조 내진공학

지도교수 김상대

전공분류� 건축구조

주    소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공학관 341호

전    화� 02-3290-3743

홈페이지 http://kusel.korea.ac.kr

■ 연구실소개

� � 현대 건축물은 고층화,�대형화,�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각종 구조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그 중에서 건물의 안전과 초고층건물에 대한

기술적 요구증대에 관련된 건축 구조적인 문제의 접근과 해결은 매우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 � 본 연구실은 1,000m�이상의 초고층건물에 관한 구조공학적 이해와

건축구조물의 내진과 내풍 그리고 내화공학과 관련한 실험 및 해석을

통한 성능기반 설계법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 � 연구실원들은 해석적 연구과 실험을 통해서 실제 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하고,�그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구조물을 설계하

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산업기관,�정부기관과 함께 협력하여

새로운 구조설계 기준 확립과 혁신적인 시공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연구분야

-�초고층 건물에서의 비좌굴가새(BRB)�사용과 내화,�내진,�내풍 설계

-�강구조물과 복합 구조물의 내진,�내화성능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실험

연구

-�건축구조기술의 발전

-�비정상 하중에 의한 초고층구조물의 연쇄붕괴해석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고창균,�주영규,�김상대

비정형 Diagrid� System의 내진성능 평가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2011.04,� Vol.� 23,� No.� 2,� pp.189-198

김상대,�배재훈,�주영규 외

초고층 다이아그리드 노드의 최적설계과정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2011.04,� Vol.� 23,� No.� 2,� pp.211-220

박세호,�류재호,�주영규 외

GFRP� 플레이트로 보강된 새로운 경량중공합성 바닥 시스템의 전단

성능 평가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구조계),�2011.03,�Vol.�27,�No.�3,�pp.39-46

■ 프로젝트

[초고층 건물 기둥축소량 현장계측 및 보정기술 개발]� 동양구조안

전기술(주),� 2009.09.11-2011.09.10

[Diagrid(초대형대각가새구조)BRB(좌굴구속가새)개발(2차년

도)]� 한국과학재단,� 2009.03.01-2010.02.02

[GFRP를 이용한 경량 중공 합성바닥 개발]� 한국학술진흥재단,�

2008.11.01-2009.10.31

[대공간 건축물 건설기술 개발]�건설교통부,�

2006.09.29-2011.06.02

[대각가새구조 내진설계계수 평가]�건설교통부,�

2006.12.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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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강구조

지도교수 강영종

전공분류� 강구조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번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관 339호

전    화� 02-927-7715

홈페이지 http://steel.korea.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강구조 및 고강도 박판구조의 복잡한 거동을 이론적,�

수치적,�실험적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고,�기존의 설계법을 활용함과 더

불어 더욱 경제적이고 안전한 신 설계기술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곡선교량,�철탑,�철도등 강구조 및 고강도 박판구조의 복잡

한 거동을 이론적,�수치적,�실험적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고 또한 기존의

설계법을 활용 및 검토,�수정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정성,�경제성,�예술성

을 감안한 신 설계기술을 개발 및 실용화하고 있다.� �

� � 또한 내진공학 연구실과 긴밀한 공동연구 체제를 갖추어 교량의 내진

설계를 위한 규정 및 설계법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 연구분야

-� 일축대칭 박판 아치의 좌굴 특성 연구

-�강곡선 1형보의 플랜지 좌굴특성 연구

-�수평곡선 1형보의 진동특성 연구

-�장대레일의 2차원 좌굴해석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교량의 내진 설계를 위한 구조 시스템 연구

-�기초 분리에 의한 내진설계 규정 및 설계법에 관한 연구

-�면외단일 곡률을 갖는 셀요소의 개발과 기하하적 비선형 해설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이기세

Ultimate�Strength�of�Horizontally�Curved� I-Girders�Subjected�to�

Equal� End� Moments� 2015.� 02

차성현

횡하중을 받는 교량의 상하부 상호작용에 의한 영향 2014.� 08

조시영

복부판과 플랜지의 감성비를 고려한 합성 플레이트거더의

복부판전단좌굴계수 산정

■ 프로젝트

[공기단축형 복합구조 시스템 건설기술 개발]�건설교통부

2005.07-2010.07

[하이브리드 플레이트거더 설계기준 개발 및 제도적 기반 구축]�RIST,�

2008.05.01-2009.08.31

[강교량 LRFD� 설계기준 및 특수교량 설계 선진화]� 교량설계핵심기

술 연구단,� 2003.01.01-2008.12.31

[송전철탑의 선진화된 해석 및 설계기술 개발]� 산업자원부

2005.� 03.01-2008.02.29

[전신주 전도에 대한 안전율 증대를 위한 지반보강기법 및 보완장치

개발]� 산업자원부,� 2006.01.01-2007.12.31

[비굴착 전체보수용 라이너의 안정성 검토 연구]�환경부,�2006.04.01-�

2007.03.31

[구조물 계측에 최적화된 고정밀 GPS�측위 알고리즘 및 모듈개발]

(주)지피에스 코리아,� 2003.10.31-2006.10.31

[GFRP� Pipe�개발]� (주)삼성물산,� 2004.01.01-200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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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콘크리트구조공학

지도교수    이한선

전공분류� � � � 건축구조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공과대학

� � � � � � � � � � � �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콘크리트구조공학연구실 (공학관 340호)

전    화� � � � 02-3290-3746

홈페이지    http://kuscl.korea.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우리나

라 실정에 맞는 내진설계기법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공되는 건물 및 상세에 대해 실험 및

비선형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건물의 내진거동 특성을 파악하

고,�내진공학분야의 선진국의 기준과 연구자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이

를 통해 차세대 내진설계기준인 성능기반설계법을 우리나라에 적용

하고자 한다.�

� � 본 연구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자재는 정적데이터취득장비 45채

널,�동적데이터취득장비 48채널,�변위측정기,�로드셀,�소형진동대 등

과 같은 실험을 위한 장비 이외에 SAP�2000,�Perform-3D,�DIANA,�

GTSTRUDL�등 건물 및 부재의 비선형해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등을

보유하고 있다.

■ 연구분야

-� 건축물의 내진 기준 개선연구

-�지진모의실험을 통한 고층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내진특성 평가

-�저층 필로티형 집합주택의 내진보강기법 연구

-�복합구조(전단벽+골조)�내진설계기법

■ 연구성과

Lee,�H.�S.�and�Hwang,�K.�R.� (2015),�Torsion�design� implications�

from� shake-table� responses� of� an� RC� low-rise� building�model�

having� irregularities� at� the� ground� story.� Earthquake� Engng�

Struct.� Dyn.,� 44:� 907?927.� doi:� 10.1002/eqe.2492.

Lee,�H.�S.,�Hwang,�K.�R.�and�Kim,�Y.�H.� (2015),�Seismic�perfor-�

mance�of�a�1:15-scale�25-story�RC�flat-plate�core-wall�building�

model.� Earthquake� Engng� Struct.� Dyn.,� 44:� 929:953.� doi:�

10.1002/eqe.2493.

이한선,�황성준,�이경보,�강창범,�이상호,�오상훈

1:5�축소 10층 내력벽식 R.C.� 공동주택의 지진모의실험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2011.12,� Vol.15,� No.6,� pp.67-80

■ 프로젝트

[지진 및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구조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제도 개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3.05-2018.04

[우리나라 구조물의 지진 취약도를 고려한 국가내진성능목표 설정]�소

방방재청,� 2013.05-2016.04

[지진모의실험을 통한 고층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내진특성 평가]�

한국연구재단,2009.05-2014.02

[건축물 지진 안전성 향상 방안 기획]�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2011.�

08-2012.02

[필로티형 저층 RC�집합주택의 내진성능평가 및 사전.사후 내진 보강법

개발]� 한국연구재단,� 2007.09-2010.08

[비예측 대형지진대비 시설기준강화 기본계획 수립]�한국건설기술연구

원,� 2006.01-2006.08

[초고층 구조시스템의 KBC2005�적용에 대한 내진설계 연구]�(주)CS구

조 엔지니어링,� 2005.10-2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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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기초공학

지도교수 이우진

전공분류� 지반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번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    화� 02-3290-3310

홈페이지 http://ace.korea.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지반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며 특히 말뚝기초,�지반조사,�연약 지반처리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 또한 Calibration� Chamber� System과 현장시험을 통한 연약지반

거동특성분석 및 모래의 응력이력과 cementation�효과 등을 연구하

고 있다.�

■ 연구분야

-� 말뚝기초 거동의 해석 및 설계

-�사면안정 해석

-�연약 지반처리공법 연구

-�연약 점토의 압밀특성 연구

-�널말뚝 거동 해석 및 설계

-�불포화토의 거동 및 해석에 관한 연구

-� PDA를 이용한 STP에너지 전달효율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김규선

비파괴시험 및 관입시험을 이용한 기초지반의 다짐특성 평가를 위

한 실내 모형토조 시험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13.10,� Vol.� 13,� No.� 5,� pp.93-101

김동휘

인천송도신도시 풍화토층 출현심도의 국부적 불확실성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012.11,� Vol.� 28,� No.� 11,� pp.5-16

홍성진

변형된 이론해를 이용한 연직배수재 설치 지반의 압밀해석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012.01,� Vol.� 28,� No.� 1,� pp.41-53

김동휘

송도신도시 압밀층 두께의 국부적 불확실성 평가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012.01,� Vol.� 28,� No.� 1,� pp.17-27

홍성진

부산과 인천점토의 퇴적상태를 고려한 압축지수 추정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011.09,� Vol.� 27,� No.� 9,� pp.37-46

홍성진

CPT와 DMT를 이용한 남동해안 정규압밀 점토의 압축성 추정

한국지반공학회 논문집,� 2011.04,� Vol.� 27,� No.� 4,� pp.21-32

김규선

비파괴시험과 관입시험에 의한 노상토의 물리·역학적 특성

대한토목학회 논문집C,� 2011.01,� Vol.� 31,� No.� 1,� pp.19-27

김동휘

지반정수의 변동성 추정 및 결과의 활용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010.12,� Vol.� 26,� No.� 12,� pp.71-79

김동휘

압축지수의 추정방법이 압밀침하량의 공간적 분포특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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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고성능 콘크리트 및 FRP�구조

지도교수 윤영수

전공분류� 구조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공학관 307호,� 338호

전    화� 02-3290-3320

홈페이지 http://concrete.korea.ac.kr/

■ 연구실소개

� � 콘크리트는 현대사회를 구축한 실체적인 뼈대로서 우리 주변에서 가

장 많이 만나게 되는 과학의 산물이다.�자못 그 유용성과 필요성을 당연

시하여 콘크리트가 이루어 온 업적을 간과해 버리는 이도 적지 않지만

새 천년을 살아가는 오늘에 있어 고대사회에서 만물의 근간을 이루는

4�가지 요소가 물,�불,�흙,�바람이었다면 여기에 콘크리트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여도 지나친 논리의 비약은 아니라 생각된다.� �고려대학교

콘크리트공학 연구실 ConKorea�는 1997년 탄생한 이래로 가장 양질

의 콘크리트로 가장 합리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보다 편리하고 보다 풍요

로운 콘크리토피아 (Concretopia)�를 이룩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아 콘

크리트를 크게 재료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다.

� � 재료적 측면의 연구는 콘크리트의 고성능화 및 내구성 향상에 주력하

고 있으며 현재까지 크리프 및 건조수축시험 및 평가 ,�콘크리트의 내구

성 평가와 잔존수명예측,�다짐이 필요 없는 고유동화 콘크리트 개발,�

각종 혼화재 사용에 따른 콘크리트의 품질 향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구조적 측면의 연구로는 구조물의 역학적 특성과 해석방법이론의 심화

및 컴퓨터 구조해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 � 현재까지 정착부 콘크리트의 앵커시스템 개발,�고장력 철근을 활용한

구조부재의 휨 및 전단 특성,�스트럿 타이 모델을 적용한 전단해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 연구분야

-� FRP� Composite을 활용한 구조물의 내폭 성능 향상 기술 개발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 부재의 하이브리드 보강 기법 개발

-� ECC�및 HPFRCC,� UHSC�등 초고성능 콘크리트 개발

-� Sprayed� FRP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 기술 개발

-�콘크리트 재료 및 구조물의 시간의존적 거동에 대한 연구

-�고강도 프리텐션 및 포스트텐션 PSC�부재의 실용화 기술 개발

■ 연구성과

이진영,�장대성,�권기연,�윤영수

폭발 손상을 입은 강섬유 및 FRP�시트 보강 철근콘크리트 보의 국부

손상 및 잔류 성능 평가

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2014.07,� Vol.26,� No.5,� pp.627-634

신현오,�이승훈,�이우진,�윤영수

설계 활용을 위한 55~220MPa�고강도 및 초고강도콘크리트의 역학

적 특성에 관한 예측식 제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3.10,� Vol.29,� No.10,� pp.59-66

신현오,�이승훈,�이우진,�윤영수

잔골재 종류에 따른 200MPa�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3.09,� Vol.29,� No.9,� pp.47-55

이진영,�신현오,�민경환,�윤영수

강섬유 및 FRP� sheet로 보강한 2방향 RC�슬래브의 고속 충격저항성

능에 대한 해석적 평가

한국구조물진단학회 논문집,� 2013.05,� Vol.17,� No.3,� pp.1-9�

■ 프로젝트

[압축강도 80~180MPa급 맞춤형 SUPER�Concrete�재료 및 구조물

기술 개발 -�SUPER�Concrete의 초기 수축 평가 및 예측 모델 개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4.07-2018.07

[방호방폭 등급 기준 및 성능평가 기법 개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

흥원 2013.11-2017.02

[저탄소 소재 활용 무철근 PSC거더 -�강섬유 보강 저탄소 고강도 콘크리

트 기술개발]�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포항산업과학연구원,�2013.06-�

2017.05

[FRP�Composite을 활용한 구조물의 내폭 성능 향상 기술 개발(NRL-�

추가지원)]�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 2012.07-2015.06

[용선비정질 섬유 해외시방기준 요구성능 검증]� 포항산업과학연구

원 2014.01-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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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구조해석

지도교수    공정식

전공분류    구조해석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5가�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창의관 603호

전    화    02-3290-3741

홈페이지    http://proslab.net/

■ 연구실소개

� � 구조해석 연구실 (PROS� Lab)에서는 확률론 (Probability),�신뢰론

(Reliability),�최적론 (Optimization)�그리고 추계론 (Stochastics)�등

을 활용한 사회기반시설물의 구조적 performance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 � 또한,�생애주기 Performance와 연관하여 기존구조물의 진단/계측,�

재해석 및 평가,�최적 유지/보수/관리 방안 연구 및 사회영향인자를 고려

한 LCC�해석등 가치공학 (Value�Engineering)�측면에서의 Life-Cycle�

Engineering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확률론 및 추계론적 구조해석

-�구조공학 측면에서의 안전성 및 신뢰성 분석

-�구조물의 동적 거동 분석 및 지진공학

-�구조물 평가를 위한 진단계측 및 비파괴 검사

-�구조물의 생애주기 퍼포먼스 분석,�잔존수명 예측,�유지관리 방안 연구

-�사회기반 시설물 생애주기 비용분석

-�구조물 설계 및 유지관리의 최적화 연구

■ 연구성과

정민철,�김건우,�김정훈,�강윤석,�공정식

궤도 틀림 진전 예측을 위한 시계열 모델 적용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2012,08.� Vol.� 25,� No.� 4,� pp.� 331~338

정민철,�김정훈,�이지하,�강윤석,�공정식

궤도 유지보수 주기 예측을 위한 구간 특성에 따른 궤도틀림 표준편

차 진전정도 분석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2012,05,� Vol.� 16,� No.� 3,�

pp.� 31~40

이도형,�전정문,�정민철,�공정식

고강도 콘크리트의 등가응력 매개변수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11.05,� Vol.� 31,� No.� 3,� pp.� 227-234

임용수,�송현영,�정한기,�정민철,�공정식

성능평가기법을 활용한 타당성 조사 정책적 분석단계의 정량적 의

사결정모델 개발-�복수대안의 타당성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2011,03,� Vol.� 2,� No.� 2,� pp.� 89~100

■ 프로젝트

[10MW급 강재 및 3MW급 복합 합성구조 풍력발전타워 설계기술

개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12.11.28-2017.07.27

[긴장력 변화를 고려한 PC�거더교의 구조계 동적거동 해석모델

개발 및 복합지표 기반 내하성능]�

한국연구재단,� 2012.09.01-2015.08.31

[도시기반 인프라 네트워크의 지진취약도 함수 개발]

소방방재청,� 2012.04.01-2015.03.31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선로구조물 성능평가]� 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 2013.03.01-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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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응용구조

지도교수 지광습

전공분류� 구조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1�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공학관 301호

전    화� 02-3290-3324� /� 02-3290-3836

홈페이지 http://structure.korea.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신소재를 사용한 토목구조물,�콘크리트 및 신소재

등 반취성 재료의 크기 효과,�반취성 재료의 정동적 파괴역학,�콘크리트

의 열화 메카니즘,�콘크리트의 보수/보강,�재료의 비선형 구성방정식,�

비선형 구조거동,�컴퓨터를 이용한 구조물의 파괴거동 분석,�수치해석

기법개발 등과 같은 토목구조물 뿐만 아니라 공학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학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 특히 최근에는 초유동 콘크리트의 모니터링 기법 개발,�다중균열에

의한 피로손상,�보수/보강된 교량의 균열 문제 등 그 연구 분야를 넓혀가

고 있다.�본 연구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자재에는 10톤/25톤/50톤의

액츄에이터,� 270톤의 UTM�등이 있다.�

■ 연구분야

-� 신소재 토목구조물

-�콘크리트,� 신소재 등의 반취성재료의 크기효과

-�반취성재료의 정동적 파괴역학

-�콘크리트의 열화 메카니즘

-�콘크리트 보수/보강

-�표준 콘크리트 파괴실험법

-�재료의 비선형 구성방정식

■ 연구성과

문도영,�강재모,�이장근,�이상윤,�지광습

영구동토 급속안정화를 위한 롤타입강재매트의 모델링과 해석(I)�해석

모델의 수립 한국토목섬유학회논문집,� 2014,� Vol.� 13,� No.� 4,� pp.�

97~107

이현기,�오홍섭,�심종성,�지광습

유리 연마슬러지를 혼입한 콘크리트의 복합열화 저항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방재학회,� 2013,� Vol.� 13,� No.� 2,� pp.� 67~74

지광습,�김지환

이방향 휨인장응력상태의 콘크리트 강도 특성,�크기효과 및 피로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13,� Vol.� 33,� No.� 3,� pp.�

901~907

지광습,�이승정,�곽연민,�정연주

매개변수 연구를 통한 하이브리드 형 부유식 구조물의 인장응력 발생

분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12,� Vol.� 32,� No.� 5B,� pp.� 313~320

김지환,�지광습,�오홍섭

콘크리트 이방향 휨인장강도 결정을 위한 이방향 휨인장강도 시험법

개선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11,� Vol.� 31,� No.� 5A,� pp.� 38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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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반물리탐사

지도교수 이종섭

전공분류� 지반물리탐사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번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    화� 02-1234-1234

홈페이지 http://geoengineering.korea.ac.kr/

■ 연구실소개

� �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의 결과이다.”�현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많은 지반구조물의 설계정수 산정과 안정성의 검토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다.�

� � 본 연구실에서는 우리의 눈이나 귀로 감지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탄성파와 전자기파를 적용하여 지반조사와 비파괴검사를 위한 고해상

도의 지반물리탐사장비와 해석기법을 개발하여 지반조사와 지반구조물

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현장에서 탄성파 측정

-�현장 간극비 산정

-�준설지반 모니터링

-�액상화 모니터

-� Engineered�Mixtures

-� 터널 전방 예측

-�락볼트 건전도 평가

■ 연구성과

변용훈,�김영호,�송명준,�이종섭

지반구속조건에 따른 모래지반의 전단거동 평가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2013,� Vol.� 14,� No.� 1,� pp.� 5~13

박정희,�서선영,�홍승서,�김영석,�이종섭

온도변화에 따른 모래-실트 혼합토의 전기비저항 특성 변화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2012,� Vol.� 13,� No.� 10,� pp.� 25~32

박기원,�이종섭,�최창호,�변용훈

모노파일용 원거리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의 유효거리 평가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2012,� Vol.� 12,� No.� 6,� pp.� 91~100

변용훈,�박기원,�최창호,�이종섭

충격수평하중을 받는 모노파일의 거동 평가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2012,� Vol.� 12,� No.� 2,� pp.� 87~93

박정희,�홍승서,�김영석,�이종섭

동결에 따른 모래-실트 혼합토의 탄성파 특성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2012,� Vol.� 13,� No.� 4,� pp.� 27~36

짠밍콰,�박정희,�변용훈,�신호성,�이종섭

용해재료가 포함된 지반의 전단강도 특성

한국지반공학회 논문집,� 2011,� Vol.� 27,� No.� 12,� pp.� 17~25

짠밍콰,�조세현,�변용훈,�신호성,�이종섭

용해성 지반혼합재의 입자 용해 영향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2011,� Vol.� 12,� No.� 12,� pp.� 5~12

정순혁,�윤형구,�이종섭

온도보상형 전기저항 프로브의 현장 적용성 평가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2011,� Vol.� 31,� No.� 4C,� pp.� 117~125

이창호,�변용훈,�이종섭

변형률에 따른 모래-고무 혼합재의 거동 특성:� 시험적 관찰

한국지반공학회 논문집,� 2011,� Vol.� 27,� No.� 3,� pp.� 85~94

■ 프로젝트

[해상풍력모노파일 장기모니터링 기술 개발]�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12.06.09-2013.06.09

[인공동결공법을 이용한 불교란 시료 채취기술 및 시험법 개발]�한국건설

교통기술평가원.� 2012.05.20-2013.05.19

[선진 물리탐사 기법을 활용한 지반 및 하천의 삼차원 해석 시스템

개발]� 한국연구재단.� 2012.05.01-2013.04.30

[강관보강다단 그라우팅 천공홀 건전성 평가]�

한국도로공사.� 2012.04.10-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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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반시스템

지도교수   최항석

전공분류   지반공학(지반공학,� Geo-energy,� 지반환경)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자연계 캠퍼스 제2공학관 318B호

           지반시스템연구실

전    화   02-3290-3742

홈페이지  � http://Geosys.korea.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전통적인 지반공학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지

열공학,�그리고 지반환경공학의 문제점들의 수치해석을 통한 접근과 기

존 혹은 새로운 실내실험 또는 현장실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 � 또한 연약지반 거동에 관한 연구와 지중 열전달 메커니즘에 관한 연

구,�오염물 저장이나 토목섬유 활용과 같은 지반환경공학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연구분야

-� 해안이나 운하에서의 준설된 준설토 매립 및 연약지반처리

-� 2차원 및 3차원 비선형 유한변형 압밀모델 개발

-�준설 매립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물의 유출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

-�지중열전달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지중열교환용 그라우트재 개발

-�지중 송전시설의 효율적 전력수송을 위한 열방사 특성의 뒷채움재

평가 및 개발

-�핵폐기물 저장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열적 특성을 고려한 그라우트재

개발

-�에너지파일과 같은 에너지 구조체 설계 및 시공

■ 연구성과

안재윤,�이동섭,�한신인,�최항석

분산형 빗물 저류조용 모래 여과층을 적용한 도심지 비점오염원의

TSS와 COD�정화효율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2014,10,� Vol.� 34,� No.� 5,� pp.� 1477-1488

류형규,�정민호,�이병석,�최현준,�최항석

지중온도 경사를 이용한 효율적 지중에너지 이용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설비공학논문집,�

2014.09,� Vol.� 26,� No.� 9,� pp.� 401~408

류형규,�정민호,�이병석,�최현준,�최항석

EWT를 고려한 지중열교환기 파이프 선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열에너지학회논문집,� 2014.06,� Vol.� 10,� No.� 2,� pp.� 13~18

안재윤,�이동섭,�한신인,�정영욱,�최항석

빗물 재활용을 위한 모래 정화층의 폐색특성을 고려한 비점오염원 제거

예측 모델 연구.�한국지열에너지학회논문집,�2014.06,�Vol.�30,�No.�

6,� pp.� 23~39

■ 프로젝트

[ICT� 융합 지열 시스템의 지능형 통합 유지관리 기술 개발]� 지식경

제부,� 에너지기술평가원.� 2013.06~2016.05

[고수압 해저터널 핵심요소 기술개발(연구단)]� 건설교통과학기술

진흥원.� 2013.06~2016.05

[200RT급 지열,� 공기열 하이브리드 열원 냉.난방 시스템 개발]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평가원,� 2013.08-2015.07

[지지력 확인 시스템이 장착된 맞춤식 지반보강형 helical� pile의

설계 및 시공법 개발]� 국토해양부,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12.06~�

2014.05

[대구경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에 적합한 지열교환 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법 개발]�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평가원.� 2011.11~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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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합성구조

지도교수    주영규

전공분류    건축구조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번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    화    02-3290-3310

홈페이지    http://ace.korea.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세 가지의 건축구조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첫 번째

는 GFRP로 보강된 보와 중공을 가지는 폴리우레탄 샌드위치 슬래브의

합성구조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이아그리드 시스템,�캔틸레버

구조,�틸티드(tilted)�시스템 등 프리폼 구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마지막으로 기둥축소량의 예측과 보정,�TLD를 이용한 진동제어,�

고강도 강의 구조성능 등의 고성능 건축 재료에 기반을 둔 구조 엔지니

어링 연구가 있다.�

�

■ 연구분야

-� GFRP를 이용한 중공형 합성바닥

-�폴리우레탄을 이용한 샌드위치 패널

-� SRC�기둥

-�다이아그리드 구조

-�캔틸레버 구조

-�비좌굴가새를 사용한 다이아그리드 구조

-�고성능 강구조

■ 연구성과

오진탁

강재기둥과 PHC� 파일을 연결하는 반구형 접합부(HAT� Joint)의 유

한요소 해석 PART� I� :� 원형강관기둥

한국공간구조학회지,� 2015.03,� Vol.15,� No.1,� pp.99-106

소병찬

SAFE댐퍼 보강골조의 구조성능 실험적 평가

한국공간구조학회지,� 2015.03,� Vol.15,� No.1,� pp.81-90

오진탁

강재기둥과 PHC� 파일을 연결하는 반구형 접합부(HAT� Joint)의 유

한요소 해석 PART� II� :� 각형강관기둥

한국공간구조학회지,� 2015.03,� Vol.15,� No.1,� pp.107-114

류재호

샌드위치 플레이트 시스템을 이용한 합성보의 동적 특성

한국공간구조학회지,� 2014.12,� Vol.14,� No.4,� pp.65-72

정인용

수직하중을 받는 다이아그리드 노드의 거동 평가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14.04,� Vol.14,� No.2,� pp.15-22

김명한

하이브리드 비좌굴가새의 최적설계에 대한 해석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14.04,� Vol.14,� No.2,� pp.35-41

김명한

하이브리드 비좌굴가새를 이용한 고층건물의 사용성 평가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13.08,� Vol.13,� No.4,� pp.31-37

황인태

자동차 브레이크용 마찰패드를 이용한 SAFE� 마찰댐퍼의 전단내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013.03,� Vol.29,� No.3,� pp.11-18

우승기

최적형상을 갖는 휨지배형 강재스트립댐퍼의 단조성능 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013.02,� Vol.29,� No.2,� pp.3-11

유영수

수정 RVS와 IRVS시스템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고층건물 테러위

험도 평가

한국공간구조학회지,� 2012.12,� Vol.12,� No.4,� pp.91-98

김영숙

건축 지붕골조용 파형강판웨브 철골보의 실험적 전단 성능 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012.09,� Vol.28,� No.9,� pp.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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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능형 사업관리

지도교수 강경인

전공분류� 건축시공 및 재료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번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    화� 02-3290-3745

홈페이지 http://kucmm.korea.ac.kr/

■ 연구실소개

� � 고려대학교 지능형 사업관리 연구실(Smart�CM�Lab)은 전통적인 건

설 산업에 첨단 IT�및 사업관리(CM)을 접목하여,�건설 산업을 차세대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혁신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기 수행

연구과제로는 로보틱 크레인 기반의 고층 건물 시공자동화 시스템 개발,�

적정공사비 산정시스템 개발,�발주기관 Needs에 따른 탄력적 건설사업

관리 적용 가이드라인,�첨단센서기반의 사업관리 시스템 개발 등이

있다.

� � 최근에는 국가 건설교통 R&D중장기계획 수립,�저탄소 도시 개발을

핵심 사업관리기술과 초고층 첨단시공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등

CM분야의 핵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 특히 지능형 사업관리연구실은 국제 컨퍼런스 참석 및 하계/동계 연

구실 워크숍과 봉사활동을 통하여 연구원들의 친목도모 및 사회적 책임

감을 배양하고 있다.�

■ 연구분야

-� 건설사업관리(CM)

-�건설정책 및 제도

-�건설정보화 및 자동화(IT� &� Robotics)

-� 녹색도시,� 초고층 초대형 SOC�첨단시공 및 공사관리

-�건설 IT

-� 재생골재

■ 연구성과

강고운,�이웅균,�조훈희,�강경인

시공단계의 통합적 환경성능평가를 위한 평가 분류체계 및 항목

개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3.11.� Vol.� 29.� No.� 11.� pp.71-79

임현수,�김태훈,�조훈희,�강경인

품질기능전개와 트리즈를 이용한 초고층 거푸집 시스템 설계

프로세스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구조계).� 2012.� Vol.� 28.�

No.� 9.� pp.173-182

김태훈,�이웅균,�조훈희,�강경인

생산성 및 비용 분석을 통한 철골 구조체 건설 자동화 시스템의 요구성

능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2.� Vol.� 28.� No.� 1.� pp.141-149

김태훈,�이명도,�이웅균,�조훈희,�강경인

초고층 시스템거푸집 공사의 태양광에너지 활용 방안 연구 개발

한국건축시공학회.� 2011.� Vol.� 11.� No.� 2.� pp.116-126

�

■ 프로젝트

[공동주택용 외단열 적층시공 공법 개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4.07.18.-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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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시공(CM)및 재료

지도교수 조훈희

전공분류� 건설관리 및 시공관리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번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    화� 02-3290-3745

홈페이지 http://kucmm.korea.ac.kr/

■ 연구실소개

� � 고려대학교 시공(CM)�및 재료 연구실은 건축 시공,�건설관리(CM)�

및 재료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 현재 국토해양부,�중소기업청,�소방방재청 등의 주요 국책 R&D�사업

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신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시공(CM)�

분야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건설기술,�시공자동화기술,�첨단 무탄소도시

조성 기술 및 그린 리프트 기술,�인적재난안전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재료 분야에서는 친환경 건설재료 및 강도증진 메커니

즘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건설사업관리

-�초고층건축물 건설기술

-�건설자동화

-�건설 IT

-� 재생골재

�

■ 연구성과

강고운,�이웅균,�조훈희,�강경인

시공단계의 통합적 환경성능평가를 위한 평가 분류체계 및 항목 개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3.11.� Vol.� 29.� No.� 11.� pp.71-79

임현수,�김태훈,�조훈희,�강경인

품질기능전개와 트리즈를 이용한 초고층 거푸집 시스템 설계 프로세스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구조계).�2012.�Vol.�28.�No.�9.�pp.�173-182

김태훈,�이웅균,�조훈희,�강경인

생산성 및 비용 분석을 통한 철골 구조체 건설 자동화 시스템의 요구성

능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구조계).� 2012.� Vol.� 28.� No.� 01.� pp.�

141-149

■ 프로젝트

[공동주택용 외단열 적층시공 공법 개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4.07.18.-2017.07.17.

[캄보디아에 적합한 기술기준 프레임워크 및 한·캄보디아 양국간의

파트너링 모델 개발]� � 한국CM협회,� 2014.08.01-2015.07.31

[탄소저감도시계획시스템개발]�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2011.12.16~�

2016.6.29�



고려대학교 연구실험실

21

연 구 실 시공(CM)및 재료

지도교수 이종구

전공분류� 건설재료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번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    화� 02-3290-3745

홈페이지 http://kucmm.korea.ac.kr/

■ 연구실소개

� � 고려대학교 시공(CM)�및 재료 연구실은 건축 시공,�건설관리(CM)�

및 재료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 현재 국토해양부,�중소기업청,�소방방재청 등의 주요 국책 R&D�사업

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신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시공(CM)�

분야에서는 초고층 건축물 건설기술,�시공자동화기술,�첨단 무탄소도시

조성 기술 및 그린 리프트 기술,�인적재난안전기술 개발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재료 분야에서는 친환경 건설재료 및 강도증진 메커니

즘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시멘트계 재료 내구성

-�강도 증진 메커니즘

-�친환경 건설재료

■ 연구성과

이웅균,�유위성,�김동인,�김태훈,�차민수,�조훈희

사례분석을 통한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방법 개선

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12.� Vol.� 13.� No.� 4.� pp.� 16-24

김백중,�이종구,�강경인

Characteristics� of� Alkali-activated� Natural� Hwangtoh� Paste�

Utilizing�Microwave� Heating� �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2012.� pp.� 503-509

김태훈,�이명도,�이웅균,�조훈희,�강경인

초고층 시스템거푸집 공사의 태양광에너지 활용 방안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2011.� Vol.� 11.� No.� 2.� pp.� 116-126

■ 프로젝트

[마이크로파를 접목한 알카리활성 천연황토 콘크리트 결합재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2010.05.01-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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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교통시스템

지도교수 강승모

전공분류� � � � � 교통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번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    화� 02-3290-3310

홈페이지 https://transyslab.wordpress.com/

■ 연구실소개

� � 교통공학(Transportation�Engineering)은 인원 혹은 물자를 최대한

효율적,�경제적으로,�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동시킬 수 있도록

공학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이다.�본 분야에서는 사회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이동수요로 인해 나타나는 교통혼잡,�교통안전,�환경오염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며,�도로,�철도,�항공,�해운 등 다양한 교통

체계 내에서 시설물의 계획,�운영,�관리를 통하여문제점을해결하고사회

적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System;�GIS)은 다양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기반 정보체계를 의

미하며,�교통공학,�도시계획,�시설물계획,�환경계획,�위치기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형 구축,�유지관리,�편집,�분석 및 프로세싱,�디스플레

이 및 출력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을�돕는 역할을

한다.�

� � 교통시스템연구실은 교통 및 물류 체계에 여러 가지 최적화 기법의

적용하여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특히 지리정보시

스템(GIS),�위치기반서비스(LBS)등의 최신 정보통신기술 및 경영과학

(Operations�Research)등 다양한 분야들과의 융합을 통하여 지속가능

한 (Sustainable)�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 이다�

■ 연구분야

-� 교통계획

-�물류최적화

-�교통운영

-�지능형 교통체계

-�대중교통체계

-�교통경제 및 투자분석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 연구성과

Jang,�Kitae,�Shin�Hyoung�Park,�Sanghyeok�Kang,�Ki�Han�Song,�

Seungmo� Kang� and� Sungbong� Chung,�

Evaluation�of�Pedestrian�Safety:�Pedestrian�Crash�Hot�Spots�and�

Risk� Factors� for� Injury� Severity,�

Transportation�Research�Record,�2013,�No.2393,�pp.�104-116.

Yeo,�Hwasoo,�Kitae�Jang,�Alexander�Skabardonis�and�Seungmo�

Kang,� (2013)� Impact� of� Traffic� States� on� Freeway� Crash�

Involvement� Rates,

Accident�Analysis� and�Prevention,�2013,�Vol.�50,�pp.713-723.

Kang,� Seungmo� and� Tschangho� John� Kim,�

Adaptive�Dynamic�Programming�Approach� to�a�Multi-Purpose�

Location-Based� Concierge� Service�Model,

IET�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2011,� Vol.� 5,� Issue� 4,� pp.�

277-285.

Park,� Shin� Hyoung,� John� M.� Bigham,� Seung-Young� Kho,�

Seungmo� Kang� and� Dong-Kyu� Kim

Geocoding�Vehicle�Collisions�on�Korean�Expressways�Based�on�

Postmile� Referencing,

KSCE� Journal�of�Civil� Engineering,�2011,�Vol.� 15,� Issue�8,� pp.�

1435-1441.

Kamalesh� Somani� and� Dharma� Acharya,�

A�Heuristic�Approach�to�Railroad�Track�Maintenance�Scheduling�

Problem,

Computer-Aided� Civil�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Vol.� 26,�

Issue� 2,� pp.� 12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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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 수자원 시스템

지도교수 � 김중훈

전공분류� � 수자원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공학관 336호

전    화� � 02-3290-4722,� 02-3290-4724

홈페이지 � http://kuwater.korea.ac.kr/wate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수자원시스템의 기본원리와 경제성을 감안하여 기

존의 선형,�신경망,�유전자 알고리즘 이론 등과 같은 최적화기법에 의해

수자원시스템의 효율적 계획 및 관리를 위한 기본원리와 응용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

� � 수리학,�수문학을 응용하여 수자원 공학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해결함

은 물론,�최적화 기법을 적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경제적인 수자원 시설

의 설계기법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선형계획

법(LP),�비선형 계획법(NLP),�동적계획법(DP),�정수계획법(IP)�등의 최

적화 기법 이외에도 혼돈 신경망이론,� 유전자 알고리즘,� Simulated�

Annealing과 같은 분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연구분야

-� 수자원시스템 최적설계 및 최적화 기법 적용

-�Meta� Heuristic� Optimization� Technique� 개발 및 개선 (유전자

알고리즘,� 하모니 써치 알고리즘)� �

-� 물 분배 시스템의 설계 및 관리기법

-�도시 내배수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기법

-�내배수시스템 운영 프로그램 개발

-�하천재해방지 및 홍수예경보 시스템 개발

-�생태하천 홍수저감효과 극대화 방안 개발

■ 연구성과

유도근,�윤정수,�이호민,�강두선,�김중훈

불확실성을 고려한 상수관망 누수탐지 모형 개발 및 적용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14.06

이의훈,�유도근,�김중훈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독립호우 결정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집,� 2014.05

김중훈,�유도근,�이의훈

오염부하량을 고려한 월류수 처리시설 규모 결정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집,� 2014.05

■ 프로젝트

[내외수 연계 도시 침수저감 능력향상 기술 연구 (1차년도)� ]� 국토

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3.06.15~2018.06.14

[GIS� 기반 빗물펌프장 운영 의사결정지원 (1차년도)]� 중소기업청,�

2014.08.01~2015.07.31

[내외수 연계 도시 침수저감 능력향상 기술 연구 (2차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4.06.15~2015.06.14

[Harmony� Search� 알고리즘 원천기술 확립 및 세계화 추진 전략

(2차년도)]� 한국연구재단,� 2014.06.01~2015.05.31

[차세대 지능형 상수관망 기술 개발[스마트 블록시스템 설계 및 구

축 기술 개발](4차년도)]�환경부,� 2014.05~2015.05

[Harmony�Search�알고리즘 원천기술 확립 및 세계화 추진 전략 (1차

년도)]�한국연구재단,� 2013.06.01~2014.05.31

[차세대 지능형 상수관망 기술 개발[스마트 블록시스템 설계 및 구축

기술 개발](3차년도)]�환경부,� 2013.05~2014.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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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환경재료 촉매

지도교수    김지형

전공분류    환경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공학관 332호

전    화    02-979-8170

홈페이지    http://environ.korea.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재이용을 통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전략으

로써 micropollutants�처리하기 위해 여러 메커니즘(chemical/�photo-�

chemical/� sono-chemical/� catalytic)을 통합한 고도산화처리공정

(AOPs)�연구를 바탕으로,�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의 안정화 방안 연구

및 매립지의 조기안정화 및 에너지회수 방안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 � 미래 수자원 확보 및 수질관리의 심각한 위협이 될 micropollutants

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로 고도산화처리공정(AOPs)�연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처리 동력으로 파에너지(태양광,�자외선,�초음파)와 촉매물질

이용하여 고에너지 효율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초음파(Ultrasound)를 이용한 고도산화처리 공정 연구

-�새로운 형태의 태양광/초음파 촉매개발 및 평가

-� TiO2�촉매의 회수 및 재활용 공정 개발

-�태양광 이용시 반응속도 연구 및 반응기의 해석 및 평가

-�연속식 Solar-AOP�의 pilot� 규모의 처리시스템 개발

-�초음파 하이브리드 공정의 적용성 확보 및 공정의 최적화

-�초음파,� UV,� H2O2�등을 조합 적용하여 반응속도론 표준화 연구

■ 연구성과

신동훈,�나승민,�채금화,�김지형

복합 파라볼라형(CPC)� 모듈을 이용한 태양광/� 촉매 /오존 공정에서

초기pH�변화에 따른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제거 속도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 ,� 2012.� Vol.� 12,� No.� 4,� pp.� 225-231

김은경․ 손영규,� 최명찬,� 김지형
초음파를 이용한 As(III)� 산화 시 조사 거리부피의 영향

대한환경공학회지,� 2012.� Vol.� 34,� No.� 4,� pp.� 247-253

채금화,�나승민,�안윤경,�이세반,�김지형

광촉매 공정에 따른 이부프로펜의 분해 특성

대한환경공학회지,� 2012.� Vol.� 21,� No.� 4,� pp.� 411-419

Mingcan� Cui,� 이세반,� 나승민,� 김지형,� 장민

폐 광산 주변 농경지 토양의 중금속 안정화 연구

한국방재학회지,� 2012.� Vol.� 12,� No.� 2,� pp.� 287-292

조은주,�나승민,�이세반,�김지형

초음파 촉매 공정에서 주파수와 고정된 고체 촉매가 라디칼 생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물환경학회지,� 2012.� Vol.� 28,� No.� 2,� pp.� 219-223

Mingcan� Cui,� 이세반,� 김지형,� 장민

초음파/UV를 이용한 As(Ⅲ)� 산화 및 석탄광산배수슬러지 다공성

입상매질을 이용한 As(V)처리

광해관리기술과 정책,� 2012.� Vol.� 5,� No.� 1,� pp.� 3-20

남상건,�황안나,�조상현,�임명희,�김지형

광반응 반응기 내부의 에너지 분포와 라디칼 생성에 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지,� 2011.� Vol.� 11,� No.� 2,� pp.� 179-183

이세반,�최명찬,�장민,� 문덕현,� 조윤철,� 김지형

석탄광산배수슬러지를 이용한 액상상태의 비소제거 흡착특성 및 반

응속도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과학회지,� 2011.� Vol.� 20,� No.� 2,� pp.� 241-249

■ 프로젝트

[초음파와 UV-LED� 바탕의 유사 펜톤반응을 이용한 지하수 내 비

소 제거 기술]�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1.04.01~2013.03.31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2공구)� 중 매립폐기물 시

험분석 관리연구용역]� (주)포스벨,� 2010.06.21~2012.03.13

[제2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과학기술분야 "건설산업 글로벌리더

양성사업]�교육인적자원부,� 2006.03.02~2012.02.28

[수처리를 위한 복합 고도산화처리공정의 개발]� 한국연구재단,�

2010.01.01~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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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수문학

지도교수    유철상

전공분류    수자원 및 하천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공학관 333호

전    화    공학관 303호 02-3230-3912/� 공학별관 606호 02-3290-4269

홈페이지    http://kuwater.korea.ac.kr/hyd

■ 연구실소개

� � 수문학 연구실은 지구상의 수문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문기상학,�

지표수문학,�지하수문학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

다.�또한,�수자원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

을 제공하고 국가의 경제기반을 원활히 조성하기 위해 학문적인 영역에

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순수 학문연구 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분야

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 � 또한 본 연구실에서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강우,�

유출,�침투 및 증발산 등 물순환과 관련된 현상을 규명하는 제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수문기상현상에 관한 연구

-�유역관측망 구축,�평가에 관한 연구

-�토양수분변화모의에 관한 연구

-�가뭄의 빈도해석

-�댐 건설 전후의 수문기상환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

-�오염부하의 정량화 및 예측에 관한 연구

-�유역 내에서의 유사 유입,� 하천 내에서의 유사 이동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전창현,�유철상,�주국화,�이광만

우기 전후 댐 저수용량에 대한 이변량 빈도해석과 댐의 용수공급능력

평가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2014.� 12,� Vol.� 47� No.� 12,� pp.�

1199-1212.

노용훈,�유철상

강우 추정관계식의 매개변수 결정을 위한 확률대응법의 적용성 평가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14.12,� Vol.� 34,� No.� 6,� pp.� 1765-1777

김정호,�유철상,�박무종,�주진걸

국내 산악지역의 유출곡선지수 산정 문제점 평가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14.10,� Vol.� 14,� No.� 5,� pp.� 293-298

■ 프로젝트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산업 적응기술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4.09~2019.08

[국토관측센서 기반 광역 및 지역 수재해 감시 평가 예측 기술 개발]�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4.07~2019.03

[레이더 강우 활용측면에서의 요소기술 개발]�한국연구재단,�2013.06~�

2016.05

[LID� 기반 물순환 신도시 적용 기술 개발:� LID� 기반 물순환 신도시

에서의 도시수문(물순환)효과 예측,� 검증,� 운영프로그램 설계]� 태영

건설,� 2013.08~2015.07

[탁도센서를 이용한 부유사량 자동측정시스템 개발]� 중소기업청,�

2014.06~2015.05

[SK-Planet� 강우자료 품질관리 및 레이더 합성모듈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4.10~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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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물환경플랜트공학

지도교수 홍승관

전공분류� 환경공학

주    소�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전    화� � � � � 02-920-3910

홈페이지� � � � � http://water21.korea.ac.kr/�

■ 연구실소개  

� � 멤브레인 기술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양질의 수질을 얻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다.�점차 강화되고 있는 음용수에 대한 규제기준과

상수원의 오염으로 인하여 수처리 공정에서 멤브레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멤브레인의 기술은 압력차를 이용한 MF(Microfiltration),� UF(Ultra-�

filtration),�NF(Nanofiltration),�RO(Reverse�Osmosis)�등이 이용되

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음용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멤브레인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대량의

처리시설인 정수장에서의 실용화 등 다양한 수질분야에 멤브레인을 활

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실에서는 최첨단의 멤브레인 기술을 이용한 고도정수처리를 통

해 물을 제어,�관리함과 더불어 양질의 음용수를 얻기 위한 연구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 연구분야

-� Corrosion� in�Water� Distribution� Systems�

-� Membrane� System� Control�

-� Membrane� Fouling�

-� Membrane� Integrity� Monitoring�

-� Membrane� Processes� and� applications�

-� Chemical� and�Biological�Water�Quality� in�Water�Distribution� �

Systems

-� Colloidal� Processing� in� Engineered� Aquatic� Systems� �

■ 연구성과

함상우,�김영진,�홍승관,�김충환

경도제거용 나노여과막의 표면특성 분석 및 막오염 기작 연구

물환경학회지,� 2013

구재욱,�한지희,�이상호,�홍승관

셰일가스 플랜트 용수 처리를 위한 직접 접촉 막 증발법 적용 가능성

연구

한국유체기계학회.� 2013.� Vol.� 16,� No.� 1,� pp.� 56-60

이태섭,�김영진,�함상우,�홍승관,�박병주,�신용일,�정인식

PTFE막을 이용한 빗물 중수 통합형 MBR�시스템 개발 및 성능 평가

■ 프로젝트

[저에너지고효율담수용 멤브레인소재 개발]�지식경제부,�2010.09.01~�

2017.03.31

[차세대 상수관망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환경부,� 2011.08.01~2016.04.30

[정삼투막을 이용한 수처리 공정기술 개발]�

웅진케미칼,� 2012.09.01~2013.08.31

[신개념 막 오염지수를 이용한 하수처리수의 최적 RO전처리 기술

개발]� 대림산업,� 2012.03.01~2013.02.28

[정삼투(FO)막증류(MD)공정 적용성 평가 연구용역]�

수자원공사,� 2012.08.30~2012.12.31

[RO-PRO� hybrid�공정 상용화 핵심 기술 개발]�

포스코,� 2012.05.01~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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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표수문변화

지도교수    백경록

전공분류    수문지형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창의관 606호

전    화    02-3290-4723

홈페이지    http://kuwater.korea.ac.kr/flood/

■ 연구실소개

� � 지표수문변화연구실에서는 지구의 수문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여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연구한다.�지구환경시스템은 방대하기

때문에 본 연구실은 지표를 둘러싼 수문순환과정과 지표면에서의 지형

형성,�토양침식퇴적,�식생 등을 다루는 land�surface�processes에 초점

을 두고 연구한다.�

� �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구환경시스템의 변동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된다면 기후변화와 같은 주요 환경변화에 대한 대책수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본 연구실은 2009년 백경록 교수가 고려대에

임용되면서 시작되었다.�

� � 현재는 백경록 교수가 고려대에 임용되기 전 University�of�Western�

Australia에 근무할 때부터 지도해오던 대학원생들과도 국제공동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복잡한 네트워크와 하천망의 기하학적 구성

-�비선형 수문작용의 예측

-�수치고도모형에서의 흐름방향 추출

-�지표상에 나타나는 특징적 형상의 진화

-�지구환경의 변동과 최적화 이론

-�수리기하와 수문학적 작용

■ 연구성과

신상훈,�김원,� 이승엽,� 백경록

강우 공간분포가 토사유출에 미치는 영향의 실험적 고찰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15.� Vol.35� No.1,� pp.� 111-117

임성수,�김민석,�김중훈,�백경록

토사유출량의 공간분포 산정결과 평가를 위한 RUSLE와 LISEM의

비교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12.10.� Vol.� 12,� No.� 5.

박기정,�정민재,�이한샘,�김덕우,�윤재영,�백경록

대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자료의 통계적 특성 및 추계

학적 모의

한국물환경학회지,� 2012.01.� Vol.� 28,� No.� 1.

■ 프로젝트

[수문-지형-식생 사이의 피드백 고찰을 통한 지표환경변화모의]�

한국연구재단,� 2012.5.1~2015.4.30

[네트워크 기반의 수리기하 특성:변동성,� 진화,� 구조적인 스케일링]� �

한국연구재단,� 2010.5.1~2013.4.30�

[정보이론을 이용한 저수지 수질측정지점의 대표성 판별]�K-water�연구

원,� 2011.6.1~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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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환경생명공학

지도교수 박희등

전공분류� 환경공학

주    소�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번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관 232호

전    화� � � � � 02-921-4861

홈페이지� � � � � http://blog.naver.com/heedeung

■연구실소개

� � 환경생명공학연구실은 환경공학과 생명공학의 융합학문을 바탕으로

환경시스템을 분석하고 보다 진보된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

해 2009년 설립되었다.�

� � 주된 연구대상은 하수처리,�물재이용,�분리막 공정,�바이오에너지 시

스템이며,�연구의 접근방식은 분자생물학적 기법,�수학적 모델링,�반응

기 운영 등이다.�첨단의 연구를 위해 유전자증폭기,�전기영동겔분석기,�

형광현미경,�Microfluidic�장치,�생물반응기 뿐만 아니라 미생물계통분

석,� 통계,�공정해석 소프트웨어 등도 보유하고 있다.�

� � 현재 연구재단 및 기업체로부터 연구비를 수주하여 분리막공정의 오

염현상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박사후연구원,�박사연구원,�석사

연구원,�학부연구원 등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Microfluidic� 기반 biofilm�형성 및 제어 연구.�

-� 하수처리 생물반응기 미생물 군집구조 및 다양성 연구.�

-� 분리막 생물반응기 막오염 제어 연구.� �

-� 하수재이용 공정 연구.� �

-� 멤브레인 소재 연구

-�멤브레인 공정 바이오파울링 현상규명 및 제어 연구

-�바이오에너지 공정 및 모델링 연구

■ 연구성과

강현진,�김택승,�이영행,�이택준,�한금석,�최영준,�박희등

454� Pyrosequencing을 이용한 혐기성 소화조의 아케아 군집구조

분석

미생물학회지,� 2011.09,� Vol.� 47,� No.� 3,� pp.� 209-217

김택승,�김한신,�권순동,�박희등

16S� rRNA� 유전자 기반의 Pyrosequencing을 이용한 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기의 세균군집구조 분석

미생물학회지,� 2010.12,� Vol.� 46,� No.� 4,� pp.� 352-358

박희등

실규모 하수처리 생물반응기에서 발견되는 암모니아산화균 군집조

성 및 특징

미생물학회지,� 2009.06,� Vol.� 45,� No.� 2,� pp.� 1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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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에너지 재료

지도교수    김동완

전공분류    환경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과학도서관 512호

전    화    02-3290-4863� � � � � �

홈페이지    http://dwkim.korea.ac.kr/index.html

■ 연구실소개

� � 에너지재료연구실은 기후변화 대비,�고효율 에너지 저장/변환 시스템

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재료와 공정기술을 개발하고 있다.�전기자동차,�

스마트그리드 적용을 위한 나노/바이오기술 융합 차세대 이차전지 등

에너지 저장/변환 기술 뿐 아니라,�수소생산/나노독성/중금속 흡착재/유

리 리사이클링 등 환경 응용 기술 등도 활발히 연구 중이다.

■ 연구분야

-� 기능성 신규 유/무기 화합물 등의 합성 및 조립 공정 설계

-�나노,�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에너지 저장/변환 물질 개발

-�리튬,�나트륨 이온 및 리튬-황/리튬-공기 배터리,�슈퍼캐패시터용 나노

복합전극 합성

-�광전기화학을 이용한 수소생산 전극물질 연구

-�나노 구조를 이용한 중금속,�유기오염물 흡착재료 연구

■ 연구성과

이광희,�민경미,�김동완

MnS/카본나노튜브 복합체의 합성과 리튬 전기화학적 거동

한국세라믹학회지,� 2013.12.06� Vol.50� No.6,� pp.� 539-544

진연호,�심현우,�김동완

열분해 공정을 통해 합성된 산화 코발트 나노입자의 리튬 전기화학

반응성

한국세라믹학회지,� 2011.01.01.� Vol.� 48,� No.� 6.� pp.636-640

정항철,�김건홍,�홍현선,�김동완

리튬이온이차전지 소재의 산업동향 및 기술전망

한국분말야금학회지,� 2010.01.01� Vol.� 17,� No.� 3.� pp.175-189

반도체 나노선의 전자소자 응용

전기전자재료,� 2008.01.01.� Vol.� 21,� No.� 5.� pp.� 21-30

■ 프로젝트

[리튬티타네이트 이종 나노구조체를 활용한 2차전지용 음극활물질 개

발]�중소기업청,� 2014.10.01~2016.09.30

[폐유리 재활용을 위한 고품위 유리의 선별 공정 기술 개발]�한국환경산

업기술원,� 2014.05.01~2016.04.30

[고성능 리튬-공기,�리튬-이온 전지용 나노복합 섬유 제조 및 특성분석]�

한국화학연구원,� 2014.01.01~2016.12.31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 전극용 나노 복합 섬유의 제조 및 특성분석]�

고려대학교,� 2014.03.01~2015.02.28

[고성능 이차전지용 리튬 합금계 소재의 다차원 이종 나노스케일]

한국연구재단,� 2012.09.01~2015.08.31

[일차원 나노선 기반의 고용량 리튬이온 이차전지용 음극 소재 개발]�

한국연구재단,� 2010.09.30~2016.09.29

[에너지 변환,�저장 및 이용 기반기술 연구]�한국연구재단,�2010.09.30~�

2014.03.01

[스마트 나노재료 합성 및 이의 응용]� � 아주대학교,� 2010.09.01~�

2013.08.31

[고용량 리튬이온 이차전지 전극소재의 바이오 템플릿을 이용한 나노구

조화]� 한국연구재단,� 2010.05.01~2013.04.30

[초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용 CNT�기반 전극의 3차원 복합 나노구조화]�

한국연구재단,2009.06.01~2012.05.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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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환경 및 생태건축

지도교수    김강수

전공분류    생태환경 건축,� 건물에너지절약,�태양열 건축설계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공학관 3층 314호)

전    화    02-3290-3330� � � �

홈페이지    http://archi.korea.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건물의 자연채광,�건물에너지,�열류해석,�단열,�결로

해석 등을 비교,�분석 및 시뮬레이션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건물의 자연채광을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연구

-�건물 벽체 유형별 열류해석 시뮬레이션 연구

-�건물의 단열,� 결로 해석 프로그램 연구

-�빛 환경 및 조명설비분야의 D/B�연구

■ 연구성과

박두용

VRF� ASHP시스템의 실제 건물에너지 사용량과 시뮬레이션 비교분

석 및 GSHP� 적용시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4.02,� Vol.30,� No.2,� pp.241-248

김한용

그린빌딩 인증기준에 따른 자연채광성능 평가와 설계요소에 따른

주광 예측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3.07,� Vol.29,� No.7,� pp.239-246

김강수

보일러 대수제어에 따른 사무소건물 난방에너지 절감에 대한 연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2013.06,� Vol.7,� No.2,� pp.120-125

심재명

CASBEE� 평가분석을 통한 일본 주요도시 집합주택의 성능 동향 및

국내 친환경 건축 인증기준과의 비교검토에 관한 연구

KIEAE� Journal,� 2013.04,� Vol.13,� No.2,� pp.113-122

황민규

건축물의 지하공간을 위한 단열재의 특성 분석 및 설계 기준 수립

KIEAE� Journal,� 2013.04,� Vol.13,� No.2,� pp.1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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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디자인

지도교수    여영호

전공분류    건축계획/설계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공학관 3층 314호)

전    화    02-3290-3330

홈페이지    http://kudesign1.blogspot.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에 관한 건축 계획적인 요소와 의장적

인 요소를 연구,�거주기능에 따른 건축물의 공간 계획 및 형태 연구,�

Case�Study를 통한 디자인 특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건축 디자

인 경기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한편 매년 인턴쉽 프로그

램을 통해 미국의 KPF(뉴욕)�및 De�Stefano�(시카고)등 주요 해외설계

사무소에서 실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건축디자인연구실에서

는 디자인 개념의 이론적 도출과 이에 따른 건축 의장적인 요소들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 � 또한 디자인 개념의 이론적 도출과 이에 따른 건축 의장적인 요소들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설계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이와 더불어 국내외의 건축가 및 작품들을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서

현대건축의 흐름과 방향을 이해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화된 설계

능력을 성취하고자 한다.�특히 국내외의 건축 디자인 경기에 팀을 이루

거나 개별적으로 참여하여 실제적인 디자인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디자

인 개념의 구체화와 표현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설계 프로세스 방법론의

습득에 비중을 두고 있다.�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인간의 거주

기능에 따르는 건축물의 합리적인 공간 계획 및 형태 그리고 규모 등에

대한 건축계획적요소를 분석하고 있다.�

� � 가장 도시 기능적이고 미래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직

공간을 위하여 건축물의 초고층 화를 통한 계획 및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S.O.M과 De� Stefano등의 회사에 연수를 보내고 있다.�

■ 연구분야

-� 초고층 계획 및 연구

-�거주기능에 따르는 건축물의 공간 계획 및 형태에 관한 연구

-� Case� Study를 통한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 재료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도시 가로경관에 대한 연구

�

■ 연구성과

하만준

서울시 주상복합건물 단지 경계부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04,� Vol.28,� No.4,� pp.93-102

이병호

공동주택 단위주호의 공간구성유형에 따른 정량적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KIEAE� Journal,� 2010.10,� Vol.10,� No.5,� pp.43-55

이병호

공동주택단지 기본계획 배치유형별 환경적 지속가능성 비교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0.10,� Vol.26,� No.10,� pp.271-282

이병호

BIM기반의 공동주택 주동 유형별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비교에

관한 연구

KIEAE� Journal,� 2010.08,� Vol.10,� No.4,� pp.87-100

조종수

친환경을 고려한 고층집합주거 건물형태 비교분석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8.02,� Vol.24,� No.2,� pp.31-41

문선욱

고층집합주거 단위평면의 영역성 변화와 재구성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6.10,� Vol.22,� No.10,�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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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공간행태

지도교수    이경훈

전공분류    건축계획 및 공간행태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공학관 3층 314호)

전    화    02-3290-3330� �

홈페이지    http://archi.korea.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1999년 3월에 부임하신 이경훈 교수님의 지도로

건축환경(Bulit�Environment)과 인간 행태(Human�Behavior)간의 상

호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 � 건축학에 있어 궁극적으로 인간이 보다 쾌적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한

건축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용관계를 하나의 단위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 수요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 � 이에 본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성격은 다양한 규모와 유형

의 건축물(주거,�의료,�상업시설 등)에서 다양한 집단의 사용자(어린이,�

노인,�장애자,�정상인 등),�그리고 이러한 건물과 사람의 상호작용에

필연적으로 개입되는 공간행태(환경지각,�환경에 대한 태도,�프라이버

시,�영역성 등)를 하나의 연구단위로 그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 본 연구실의 중점 연구 분야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이

론을 근간으로 한 도시/건축계획적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과 방범지구

단위계획 수립,�공간분석을 통한 범죄 위험도 평가 및 방범시설 최적

위치 선정,�보안을 요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에서의 시큐리티 시스템

계획 및 디자인,�다중복합시설에서의 길찾기 및 피난계획,�특수집단(노

약자,�장애인,�어린이 등)을 고려한 건축환경의 유니버설디자인,�사용자

참여 디자인(User�Participatory�Design),�프로그래밍 및 거주 후 평가

(Post� Occupancy� Evaluation)와 개발 등이다.

■ 연구분야

-� 건축계획을 통한 범죄에방 연구

-�특수집단을 위한 건축계획 연구

-�사용자 참여디자인 방법론 연구

-�환경행태학 연구결과의 디자인 적용 방법론 연구

-�프로그램밍 및 거주 후 평가와 벙법론 개발

■ 연구성과

김성훈

일본도심근교의 저층주거지 계획특성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4.03,� Vol.30,� No.3,� pp.31-42

권지훈

스타디움 관람자의 관람특성을 반영한 가시성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4.01,� Vol.30,� No.1,� pp.91-100

강석진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2013.03,� Vol.14,� No.1,� pp.153-167

홍근표

차이와 반복의 관점에서 본 Mies와 SANAA의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12,� Vol.28,� No.12,� pp.3-10

김혜진

서울시 하천수변보행공간 이용만족도의 영향요인 분석 -� 성내천,�

양재천,�청계천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11,� Vol.28,� No.11,� pp.143-150

박병직

테러 및 화재시 지하철 역사 유형별 피난 성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10,� Vol.28,� No.10,� pp.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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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시계획 및 설계

지도교수    김세용

전공분류    도시설계 및 단지 계획

주    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공학관 352호

전    화    02-3290-3914

홈페이지    http://kuul.korea.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이론 정립과 함께 디자인과 정책 개발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물을 도시공간에 실현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근래에는

도시재생,�도시경관 및 저탄소,�도시건축 설계 등의 기법 개발 등의 다양

한 프로젝트 및 연구를 수행 중이다.

� � 아울러 KUUL은 21세기 Globalization�시대를 맞이하여,�미국 컬럼

비아대,�미국 M.I.T대,�일본 와세다대,�호주 시드니대,�이탈리아 밀라노

공대,�대만 정치대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공동연구 및 공동수업을

진행해 왔고,� 공동 학위과정 개설을 추진 중이다.

■ 연구분야

-� 도시재생

-�도시경관 및 저탄소

-�도시건축 설계

■ 연구성과

이건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면적률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사지원

미개발지 건물 및 녹지부문 탄소저감 시나리오에 따른 탄소저감

잠재력 분석연구.�한국도시설계학회,� 2014.

정윤남

무장애(Barrier-Free)�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개선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향 도출 대한건축학회,� 2014

■ 프로젝트

[도시 거주성 및 기능성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실증 연구]�국토교통

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4-2018

[탄소저감 도시계획 시스템 개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

흥원,� 2011-2016

[선진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수립기반 구축]� �국토교통

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3-2016

[Urban� Farming을 활용한 저탄소 주거단지 재생기법]�

한국 연구재단,� 2012-2015

[캠퍼스타운 조성에 관한 연구]�서울시,� 2014-2015

[삼선동 11-53호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

성북구청,�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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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역사

지도교수    김현섭

전공분류    건축역사

주    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공학관 3층 314호)

전    화    02-3290-3330

홈페이지    http://archistory.korea.ac.kr/professor.htm

■ 연구실소개

� � 건축이란 인간의 삶의 양식,�즉 문화가 가장 물리적이면서도 정신적으

로 표현된 결과이다.�본 연구실에서는 건축의 기원에서부터 현재와 미래

까지의 역사를 탐구함으로써 우리 건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 특히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넘나들며 ‘근현대건축의 형성 및 발전’을

연구하는 것과 한국 현대건축에 대해 비평 활동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본 연구실은 건축가,�역사가,�연구원,�평론가,�기자 등 다양한 목표

를 가진 이들에게 문이 열려 있다.�지금까지 연구원들은 학비의 대부분

을 조교 장학금과 연구비로 충당 받고 있다.

■ 연구분야

-� 20세기 건축가,� 건축사조,�건축이론에 관한 연구

-�동서양 건축교류에 관한 연구

-�한국 근대건축의 발전에 관한 연구 및 일본,�중국 등 여타

� � 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

-�현대 건축이론의 탐구 및 비평

-�한국건축의 재해석 및 국제무대 소개

■ 연구성과

김현섭

후지모리 테루노부 건축의 동굴 개념에 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2014.08,� Vol.24,� No.4,� pp.7-11

김현섭

레비우스 우즈의 건축에 나타난 위기의 표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3.11,� Vol.29,� No.11,� pp.201-208

김현섭

알바 알토의 마이레아 주택에 나타난 기하학적 체계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3.10,� Vol.29,� No.10,� pp.169-176

김현섭

후지모리 테루노부 건축의 돌출기둥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012.12,� Vol.21,� No.6,�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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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건축설계 및 공공디자인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디자인 

▶건축역사 

▶CAAD 및 설계자동화 

▶도시건축 

▶건축재료, 시공 및 구조 

▶강구조 및 내진설계 

▶도시환경계획 및 설비 

▶철근콘크리트 및 복합구조 

▶시공, 건설관리 및 자동화 

▶구조해석 및 동역학

▶수자원 

▶구조공학, 어도시설물설계 

▶구조공학 

▶수문학 

▶건설기술 및 공간정보 

▶건축관리 및 가치혁신 

▶공간정보, 건설자동화 

▶지반공학 

▶지반 및 암반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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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설계 및 공공디자인

지도교수 이정호

전공분류� 건축설계 계획,� 실내 및 조형 디자인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공대 2호관 316호

전    화� 053-950-5590�

홈페이지 http://club.cyworld.com/ladi

■ 연구실소개

� � 건축,�인테리어 및 조형디자인에 대한 연구 및 실무 작업을 하고 있으

며 공모전과 현상설계 등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또한 국내외 유명

건축 및 디자인 관련 견학 및 조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연구성과

이정호 외 5명

실내공간의 주시에 나타난 정보획득률과 주시시간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1.12,� Vol.� 20

이정호 외 4명

실내공간의 이미지 평가에 나타난 주시시간 특성에 관한 연구 /�실내

공간 유형별 정보획득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1.10,� Vol.� 20

이정호 외 4명 유년기 무서움을 느낀 공간에 대한 원풍경의 체험특

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1,08,� Vol.� 27

■ 프로젝트

[마시지구 경북대학교 교직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스터 플랜 및

프로토타입 건축설계에 대한 연구]� 2011.07

[마시지구 경북대학교 교직원 전원마을 건축 설계용역]� 2011.07

[공공성 회복을 위한 도심가로 공간의 디자인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 2011.05

[2010�주민과 함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경권 도시대학]�

2010.09

[봉화상설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2010.06

[공공청사 옥상녹화 및 디자인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2010.05

[도심공간 문화자료 및 근대역사문화벨트 네트워크 구축사업]

2010.05

[경상북도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 2010.01

[청도 예술촌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2009.12

[경북대학교 캠퍼스 마스터플랜 수립]� 2009.12

[방천시장 문전성시(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2009.11

[청송민속박물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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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 디자인

지도교수 이상홍

전공분류� 건축설계,�인테리어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공대 2호관 316호

전    화� 053-950-5590

홈페이지 http://cafe.daum.net/KNU-GreenWorld

■ 연구실소개

� � ‘건축 및 실내 디자인 연구실’은 경북대학교 공대 2호관 411호에 위치

하며 실내건축분야 (Interior�Architecture)� -�건축의장 및 인테리어 디

자인 Architectural� Aesthetic� Design� &� Interior� Design�건축계획

및 설계분야 Architectural�Plan�&�Design�건축의 이론적 연구와 실무

Architectural� Theory� &� Design� Practice를 연구하고 있다.�

� � 연구실 specialty� 로서는 미국 현지에서 업적을 이루어낸 High�

Performance�Building�Design�(고성능 빌딩-�정밀한 건축 프로그래밍

과 최첨단 기술이 만들어내는 차세대 건축)� Public� Sector� Building�

(공공시설-�법원,�교도소,�학교,�소방서,�시청 등의 공공시설 설계)�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인테리어 (Interior� Design)� -� 친환경 인테리어 디자인

-� 건축&도시 공간계획 및 설계 (Architecture&� Urban� Plan� &� � � �

Design)

-� 건축의 이론적 연구과 실무 (Architecture� Theory� &� Design� � � �

Practice)

■ 연구성과

이상홍

대학 기숙사의 실별 적정면적 산출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15

이상홍

교과교실제 운영학교의 미디어 스페이스배치유형별 특성 및 중요도

평가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2014

이상홍

공설마트형 시장 점포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4

이상홍

노후 도시상업 가로 재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4

이상홍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이용실태 연구-경상북도 농촌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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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역사

지도교수 조재모

전공분류� 건축역사학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공대 2호관 316호

전    화� 053-950-5590

홈페이지 http://arch.knu.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2005년 개설되어 건축물의 조사와 문헌적 연구를 통해

한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건축역사를 연구하고 있다.�인간 생활의 물리적

공간인 건축물의 역사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의 우리 건축의 모습을 조명

하고자 하며 경북지역 건축역사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앞으로

더욱 넒은 지역과 문화권으로까지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 � 주요 연구과제로 한국건축역사,�전통문화관련 컨텐츠 개발,�동아시아

건축문화사 비교연구,�전통건축 설계 및 복원 기법,�역사도시의 특성화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 연구성과

조재모

경사지형 활용의 관점에서 살펴본 경희궁의 배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5

조재모

대구시 중구 남산동 2504번지 군집형 도시한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4

조재모

경량식 상부구조를 가지는 도시한옥에 관한 연구 -대구 중구를 중

심으로-

건축역사연구,� 2013

조재모

순조·헌종조 궁중연향의 공간운용과 경계조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3

조재모

조선시대 국장의 절차와 공간이용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3

■ 프로젝트

[독도마을 조성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경상북도청,� 2008-2012

[대구읍성이미지디자인 등 학술용역]� 대구시 중구청,� 2008-2011

[전통건축문화재 소재]�안동컨텐츠박물관,� 2008-2010

[경상북도 종가연구사업]�경상북도청,� 200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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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CAAD�및 설계자동화

지도교수 추승연

전공분류� 디지털 건축(BIM)�및 건축 설계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90�경북대학교 2호관 323호

전    화� 053-950-5593

홈페이지 http://caad.knu.ac.kr/

■ 연구실소개

� � 컴퓨터는 오늘날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작업을 도우며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존재한다.�건축디자인 분야에서 컴퓨터는 디자이너의 창

작행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현 IT(Information�

Technology)�시대에서는 컴퓨터가 단지 드로잉 툴이나 건축 완성물만

을 표현(Representation)하는 한정된 보조기능에서 벗어나,�디자인 프

로세스에 능동적으로 직접 참여하여 인간고유의 디자인 창작영역까지

역할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건축디자인 단계에서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응용하면 디자인,�디테일

의 표준화뿐만 아니라 유사업종과의 협업(Collaboration)가능성,�생산

성의 증가,�일정과 비용의 최소화와 동시에 건축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예로 프랑크 게리(Frank.�O.�Gehry)의 최근 작업

을 살펴보면,�다양한 컴퓨터 그래픽 툴과 3D�Scanner,�3D�Modelling�

등 컴퓨터의 도움으로 혁신적인 형태들이 실험될 뿐 아니라 디자인 단계

의 건축요소 정보를 시공단계까지 이용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 �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본 연구실에서는 건축설계를 비롯하여 컴퓨

터를 활용한 건축디자인(디지털 건축,�CAAD),�건축이론과 디자인의

자동화 및 BIM(건물정보모델링)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있다.�

■ 연구성과

이권형,�김인한,�추승연

Energy� BIM�기반 초기 건축 단계의 설계 결정인자 간 상관성 분석

대한 건축학회,� 2014.12

우승학,�추승연

인터렉티브 건축디자인 지원을 위한 마이크로 컨트롤 기반 외피 구

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4.09

우승학,�추승연

음악의 디지털 건축디자인 적용을 위한 알고리즘기반 비정형 형태

생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4.06

이재욱,�이권형,�김인한,�이진희,�추승연

Green� BIM�실현을 위한 건축물의 초기 디자인 형태별 전력수요량

■ 프로젝트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기술 환경 구축]�국토교

통과학기술진흥원,� 2013.11.13-2016.11.12� �

[개방형 BIM기반 저탄소 설계 및 거대구조물 유지관리 건설기술

개발]� 연구재단,� 2010.09.01-2015.08.30� �

[국방·군사시설 BIM�적용 연구]� 국방부,� � 2014.10.06-2015.08.06�

[sUAV를 활용한 GIS� 기반 경관분석 도구 개발]� 한국연구재단,� �

2015.01.01-2015.02.13

[비정형 건축물시공을 위한 외피 패널링 및 곡면최적화에 관한 연

구]�경북대학교,� 2014.03.01-2015.02.28

[산업현장 기술지원 핫라인센터 운영사업]�

대구광역시,� 2013.03.01-2015.02.28

[산업현장기술지원 핫라인센터 애로기술지원사업]� 대구광역시,�

2013.03.01-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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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시건축

지도교수 윤철재

전공분류� 건축 및 도시설계,� 단지계획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공대 2호관 316호

전    화� 053-950-5590

홈페이지 http://arch.knu.ac.kr/

■ 연구실소개

� � 경북대학교 도시건축 연구실에서는 다음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1)�도시형태학(Urban�Morphology)�:�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속에서

인간과 도시공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현상에 대한 정량적,�시

각적 분석을 수행한다.�

2)�제도와 도시공간환경 :�우리들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형태는 관련제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올바른 도시

공간환경 창출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3)�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을 위한 개발과 보존 방안 :�지속가능한 건축

과 도시환경 창출을 위한 올바른 도시개발과 보존의 방법의 모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연구성과

윤철재

네트워크 구조의 물리적 거리 개념을 도입한 보행량 예측모델에 관한

연구.�도시설계,� 2014.10,� Vol.15,� No.5,� pp.173-182

민건희

환경음의 가시화를 통한 도시공간의 기술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12.03,� Vol.� 14,� No.1,� pp.143-150�

윤철재

주민조직에 의한 마찌즈쿠리 활동의 변천과정과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일본 신쥬쿠구 카구라자카 지구 마을만들기 조직의 변천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2.05,� Vol.29,� No.5,�

pp.205-214

■ 프로젝트

[네트워크 기반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을 활용한 보행흐름 예측기법

의 실용화 모델 개발]� 한국연구재단,� 2013-2016

[GIS를 활용한 경관분석 도구 개발]� 중소기업청,� 2012-2014

[경북건축기본계획수립]� 경상북도청,� 20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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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재료,�시공 및 구조

지도교수 김화중

전공분류� 건축구조 및 재료,� 건축방재,�건자재 개발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공대 2호관 316호

전    화� 053-950-5590

홈페이지 http://arch.knu.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환경친화적인 건축 재료 개발을 통한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조체의 손상을 인간을 시각화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성 콘크리

트의 개발을 목표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 � 스마트 재료 및 구조연구에 기본이 되는 유리관을 이용한 수동형 스마

트 재료와 전기저항 및 압전소자를 이용한 능동형 스마트 재료를 이용한

다기능 손상예측 및 보수검증 시스템을 개발하여 왔으며,�이를 무선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접목하여 연구하고 있고,�이와 함께 건축 내화

구조 검증 연구 및 광촉매를 이용한 친환경재료 및 건자재 개발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 연구성과

강용학

고온에 노출된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압축특성

한국콘크리트학회,� 2014.06,� Vol.� 26,� No.� 3,� pp.� 377-384

김우석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 특성에 관한 기존연구 고찰 및 실험적 연구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2014.05,� Vol.18,� No.3,

pp.� 28-39

박준석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포러스 콘크리트의장기간 연속흐름 실험을 통

한 수질정화 효과 검토

콘크리트학회 논문집,� 2014.04,� Vol.26,� No.2,� pp.219-227

이상안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석고 혼입 기포콘크리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2013.11,� Vol.17,� No.6,� pp.130-137

황진욱

화재에 손상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수치모델 및 내화성능해석

콘크리트학회 논문집,2013.10,� Vol.25,� No.5,� pp.497-508

■ 프로젝트

[환경대응 스마트 콘크리트 개발]� ERC,� 2002-2011�

[비정질 Steel� Fiber를 이용한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개발]� RIST,�

2009

[친환경 콘크리트를 위한 가시광선 반응형 나노광촉매와 박테리아

를 이용한 고정화 기술 개발]�한국학술진흥재단,� 2008.07

[저에너지 고단열 점토벽돌개발]�중소기업청,� 2007.7-2008.6

[인조대리석을 이용한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개발]�

대일산업,� 2007.11-2008.05

[서문시장 1지구 구조물 안전진단 보고서]�서문시장,� 2007

[건물에 대하여 발파에 따른 구조물의 영향평가와 안전성 진단]�

경신산업,�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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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강구조 및 내진설계

지도교수 신경재

전공분류� 철골구조 및 내진설계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공대 2호관 316호

전    화� 053-950-5590

홈페이지 http://arch.knu.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현대의 초고층 빌딩이나 구조물에서 중요한 부재로 사용

되는 철골과 구조물의 동역학적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 � 특히,�최근 들어 고강도/고인성의 강재가 출현함에 따라 고강도강의

강구조 접합부의 내력 검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 포스코에서는 600MPa,�800MPa�급 강재를 출현하였고 이에 따라

강재의 기계적,�화학적 성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본

연구실에서는 600MPa�급 고강도강의 원형강관-거셋플레이트 접합부

의 내력을 검토하고 있다.�

� � 또한 800MPa�급은 보-기둥 접합부의 내력 및 거동 검토를 위해 비선

형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한 접합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강교량 및 서스펜션 구조물에서 많이 사용되는 턴버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턴버클은 인장재 사이에 삽입하여 장력을 조절하

는 장치인데 이 장치의 형상을 변화시켜 로드셀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

구조물에 가해지는 장력을 현장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특허품이다.� �

■ 연구성과

이수헌

포스트텐션 콘크리트 보에서 비부착 외부강봉의 응력

한국공간구조학회지,� 2015.03,� Vol.� 15,� No.1,� pp.43-51

이수헌

외부 포스트텐션 콘크리트 보의 전단강도

한국공간구조학회지,� 2015.03,� Vol.� 15,� No.1,� pp.53-60

이영주

강관을 이용한 사과나무 지주시설의 수치해석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15.02,� Vol.17,� No.1,� pp.203-210

이정민

강봉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해석 및 설계방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012.11,� Vol.28,� No.11,� pp.21-30

■ 프로젝트

[고장력 측정을 위한 측정용 턴버클의 개선 및 표준화 연구]�한국연구

재단,� 2009-2013

[기상이변 자연재해 극복을 위한 장경간 초경량 철골구조 농촌시설

물 개발과 활용기술]�국토해양부,� 2009-2010

[고강도강을 이용한 비닐하우스 붕괴방지에 관한 연구]� ㈜포스코,�

2009

[주거용 건축물의 철골조 적용확대를 위한 요소기술 조사]� ㈜포스

코,� 2008-2009

[리모델링을 위한 RC보의 보강방법 개발]� ㈜태영건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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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시환경계획 및 설비

지도교수 홍원화

전공분류� 도시환경 계획 및 설비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공대 2호관 304호

전    화� 053-950-5597

홈페이지 http://ecocity.knu.ac.kr�

■ 연구실소개

� � 인류는 현재 자신들이 존재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각하고 있다.�지구

환경을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볼 때,�현재 증가하고 있는 세계 인구를

수용하는 것은 도시화에 의한 방법 이외에는 불가능하며,�도시화의 현상

은 특히 아시아,�아프리카 각국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도시환경설비 연구실에서는 도시와 건축환경,�지구환경 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도시의 거대화와 환경문제

-�각종 도시 시스템의 구축수법

-�도시의 건강문제

-�도심주거의 어메니티 문제

■ 연구성과

홍원화

도시재생사업지구에서 배출된 건설폐기물의 해체단계에서 최종 처

리단계까지 종류별 CO2�발생량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0

홍원화

지역별 건물에너지 효율에 관한 슈퍼윈도우 단열 성능 평가 연구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2009

홍원화

도심 임대아파트의 에너지 및 상수 소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09

홍원화

유아보육시설의 소방설비설치 현황 및 화재안전의식 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9

■ 프로젝트

[주거용 건물 지열 히트 펌프시스템의 최적화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2008-2009

[성당보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소음영향평가용역]� (주)동

우이앤씨(E&C)건축사사무소,� 2008-2009

[PBD� 설계기준개발 연구]�한국소방검정공사,� 2008-2009

[도시시설물 기능의 안정적 유지 및 관리기술 개발]� 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 2008-2009�

[SCW방식 지열히트펌프시스템의 냉난방 운전시 지하수 온도 회복

속도에 관한 연구]� 대림산업(주)주,� 2008-2009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원단위 지표]�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8-2009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신재생 에너지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

지역환경기술센터,� 200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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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철근콘크리트 및 복합구조

지도교수     최 열

전공분류� � � � � 철근 콘크리트 및 복합구조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공대 2호관 316호

전    화� 053-950-5592

홈페이지 http://webbuild.knu.ac.kr/~rccs/

■ 연구실소개 

� �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설계된 형태의 보·벽·기둥 등의 부재 모양으로

거푸집(form)을 나무판자나 철판으로 짜서 만들고,�그 속에 필요한 철

근을 미리 조립해 놓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어서

소요의 강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거푸집을 탈형(脫型)하면 거푸집
모양과 같은 철근콘크리트부재가 만들어진다.�구조적 원리는 각�부재에

작용하는 각종 힘 가운데 압축력은 콘크리트가 지지하고,�철근은 콘크리

트의 인장변형력[引張應力]의 약점을 부담해서 두 재료가 일체로 되어
다른 전단력(剪斷力)� 등의 외력에도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다.�
� �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는 강도에 비해서 자중이 크므로 중·고

층의 건물에서는 그 자중을 지지하기 위해 아래층의 보나 기둥의 단면은

매우 큰 것이어야 하며,�또 기둥 사이나 계단 높이가 제한되고 칸막이벽

등도 구조설계가 선행되어 건축계획면에서 자유로운 실내공간을 얻으

려고 하는 것은 매우 무리이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

조가 사용되거나 철근을 대신해서 고장력의 피아노선 등을 사용하여

미리 콘크리트에 압축력을 주고 그 부재에 인장이 걸려도 아직 압축응력

이 남도록 계산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등이 사용된다.

■ 연구분야

-�Fiber�reinforced�polymer(FRP)�composites�시스템의 구조적 적용

및 개발

-�섬유보강콘크리트 (Fiber�reinforced�concrete,�FRC)�개발 및 특성

연구

-�초유동 콘크리트 개발

-�내진 보강용 FRP�시스템 개발

-�충격음 저감 바닥 시스템의 구조적 개발 및 연구

-�철근콘크리트 구조 시스템 실험 및 안전성 연구

■ 연구성과

Yeol�Choi,� Ik�hyun�Park,�Sang�Goo�Kang�and�Chang-Feun�Cho

Strengthening�of�RC�Slabs�with�Symmetric�Openings�Using�GFRP�

Composite� Beams

Polymers,� 2013.� 05,� Vol.� 5,� No.� 4,� pp.� 1352-1361

Joo-seok� Kim,� Hyoung-ju� Lee� and� Yeol� Choi

Mechanical� properties� of� natural� fiber-reinforced� normal�

strength� and� high-fluidity� concretes

Computers� and� Concrete,� 2013,� Vol.� 11,� No.� 6,� pp.� 531-539

Yeol� Choi� and� Jae-hyuk� Choi

A�Comparative�study�of�concretes�containing�crushed� limestone�

sand� and� natural� sand

Open�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2013,� No.3,� pp.13-18

■ 프로젝트

[슈퍼섬유 복합재를 이용한 RC� 내진보강 시스템 개발]� 교육과학기

술부,� 2010-2013

[초유동 자기충전 콘크리트 충전강관을 이용한 구조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건설교통부,� 2005-2010

[대구시 산격동(경북대)� 광화학측정소 신축공사 설계 용역]� 환경

부,� 2009

[대구교육대학교 별관동 구조 안전진단 시행 용역]� 대구교육대학

교,� 2009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온실동(5동)� 안전진단 용역]� 경북

대학교,� 2009

[대구교육대학교 제3강의동 구조 안전진단 시행 용역]� 대구교육대

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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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시공,� 건설관리 및 자동화

지도교수 이동은

전공분류� 시공 및 건설관리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공대 2호관 316호

전    화� 053-950-5590

홈페이지 http://webbuild.knu.ac.kr/~cm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건설프로젝트 대형화,�초고층화,�복잡화 및 장기화 되어

가고 있으며,�이러한 경향은 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론/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발전되도록 기여하였다.�

� � 2009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국가지정연구소(National�Research�

Laboratory)로 선정되어 건설분야의 다양한 주제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해왔다.�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기법을 활용한 정량분석

방법론(methodology)을 개발하고 이를 자동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연

구 및 개발을 달성해왔다.

� � 이러한 연구/개발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사전에

분석,�예측 및 대응함으로써 첨단 건설사업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학술

적 및 실무적 기여를 달성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전사적 자원관리(ERP)

-� 업무 최적설계 및 자동화

-�공정 및 일정관리(Time� Management)

-� 건설품질(Quality)�

-� 입찰전략 및 분석(Bidding)

-� 건설안전(Safety)

■ 연구성과

이동은

시간-비용 최적관계 분석용 정확해 추정기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015.02,�Vol.� 31,�No.� 2,� pp.� 63-71

이동은

건설 프로젝트 다차원 성과지표 최적화 시스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015.01,�Vol.� 31,�No.� 1,� pp.� 79-88

이동은

건설근로자의 건설업에 대한 이미지 분석 및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2014.11,�Vol.�30,�No.�11,�pp.�89-96

■ 프로젝트

[확률통계적 품질기능전개 및 전문가시스템을 응용한 건설 품질성

능 측정/분석 시스템]� 한국연구재단,� 2009.5-2014.2

[도로구조물(PSC교량/하부구조)� 공사비 산정모델 및 기준 개발]�

건설교통부,� 2006.9~2011.5

[확률통계적 일정 시뮬레이션 시스템]�

경북대학교,� 2007.9~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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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구조해석 및 동역학

지도교수 김홍진

전공분류� 건축구조해석,�내진내풍구조,�구조동역학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공대 2호관 316호

전    화� 053-950-7539

홈페이지 http://bssl.knu.ac.kr/

■ 연구실소개

� � 초고층 구조물이 지속적으로 계획 및 건설됨에 따라 초고층의 구조적

안정성 및 사용성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

실은 지진이나 풍하중이 초고층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예측

함으로서 효율적인 진동제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시스템의 연구를 수

행한다.

■ 연구성과

김홍진

내풍설계를 위한 RC�건축물의 고유주기 및 감쇠비 산정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015

김홍진

장기계측에 기반한 초고층 RC� 건축물 감쇠비와 고유진동수의 응답

의존성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015

김홍진

사과나무 지주시스템의 풍하중 산정을 위한 항력계수 및 가스트영

향계수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14

김홍진

시스템 식별을 통한 TLCD�풍진동 제어성능 검증

한국풍공학회지,� 2014

김홍진

강막작용을 가정한 전통 목조건축물 현장계측방법의 유효성 검증

대한선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014

■ 프로젝트

[초고층커튼월시스템의 성능평가 및 설계지침 개발]� 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 2009-2014

[분산계측기반 초고층구조물의 최적 계측기법 개발]� 한국과학재단,�

2009-2012

[강재커튼월의 국내 경쟁력향상을 위한 연구]� 2009-2010

[TMD를 이용한 철골조 초고층건물의 풍진동 성능향상]� 포스코,�

2009-2010

[고강도 단관비계시스템 구조해석 및 연결부개발]� 포항산업과학연

구원,� 2008-2009

[내품설계를 위한 초고층 무량판 건축물의 횡강성 및 주기산정]� 한

국학살진흥재단 2008-2009

[무선 MEMS�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식별]�경북대학교,�2007-�2008

[모듈러건축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SPA-H� 보부재 개발]� 포스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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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수자원

지도교수 한건연

전공분류� 수자원공학,� 방재공학,�하천공학,�수질관리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신격3동 1370번지 경북대학교 공대2호관

전    화� 053-950-6624

홈페이지 http://water.knu.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수자원 및 GIS� 연구 수행 중에 있다.

■ 연구분야

-� 하천흐름 분석을 위한 유한차분해석(FDM),� 유한요소해석(FEM),�

유한채적해석(FVM)�모형 개발

-�하천유사 및 하상변동 분석을 위한 1,�2� ,3차원 모형의 개발 및 적용

-�레이더 자료와 연계한 분포형 홍수예측모형의 개발

-�기후변화에 대비한 홍수취약성 및 홍수위험도 분석

-�예방,�대비,� 대응,�복구과정 분석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홍수보험제도(Flood� Insurance)�수립에 필요한 수리해석 및 위험도

분석

-�하천수질 및 생태해석 모형의 개발 및 적용

-�유역통학관리를 위한 유역분석모형의 개발 및 적용

■ 연구성과

최현구,�한건연,�이재응,�조완희

침수피해저감을 위한 지하저류조 설치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2012.08,� Vol.� 12,� No.� 4,� pp.� 115-123

최현구,�김동일,�나창환,�한건연

EFDC�모형의 낙동강 수질해석 적용성 평가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2012.07,� Vol.� 45,� No.� 7,� pp.� 685-696

최승용,�한건연,�김병현

실시간 수위 예측을 위한 다중선형회귀 모형의 비교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2012.01,� Vol.� 32,� No.� 1B,� pp.� 9-20

■ 프로젝트

[RAM2�모형의 확장개발 및 상용화]�과학기술부

[HyGIS와 연계한 수리/수문통합모형 개발]�과학기술부

[웹기반 홍수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과학기술부

[도시홍수예경보 및 침수예측기술 개발]� 건설교통부

[댐 붕괴 등에 따른 EAP�수립 지침작성 연구]�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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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구조공학,�어도시설물설계

지도교수 이영재

전공분류� 구조공학,�원자력구조,�생태환경시설물설계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공대 2호관 216호

전    화� 053-950-5607

홈페이지 http://civil.knu.ac.kr/main/

■ 연구실소개

� � 본 구조연구실은 2006년도에 국토해양부 R&D과제 35억원의 수행

실적과 구미시 봉곡천의 어도 시공실적과 중소 기업청 과제 등을 수행하

면서 국내 대학 중 가장 활발하게 건설회사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지원

을 하면서 대학위상을 이론이 아닌 실무중심으로 국가의 건설 분야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 연구분야

-�보수보강된 콘크리트 교량의 성능평가/개선기술개발 및 원격관리 시

스템 구축

-�다기능어도개발(2011년11월 구미시 봉곡천 준공)

-�어도관련 특허 5개 출현

-�바다풀장 국내 최초로 특허

■ 연구성과

이영재

지하이동통로가 구비된 다기능 어도의 안정성 검토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2014.11,� Vol.� 18,� No.� 6,�

pp.� 50-59

이영재

고강도 콘크리트의 자기수축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응용학회논문집,� 2013

이영재

혼화재 사용에 따른 고강도 콘크리트의 수축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산업응용학회논문집,� 2010

안기만

GSP와 CFRP� 쉬트의 표면부착공법을 이용한 RC� 슬래브의 보강성

능 평가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2007.11,� Vol.� 11,� No.� 6,�

pp.� 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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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구조공학

지도교수 윤영묵

전공분류� 콘크리트 구조해석 및 설계,� 전산역학,�컴퓨터그래픽스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공대 2호관 216호

전    화� 053-950-5607

홈페이지 http://civil.knu.ac.kr/mai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토목/건축 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구조 및 구조부재의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해석 및 설계 방법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 본 연구그룹은 1995년 결성된 이래 차세대 콘크리트 설계방법인 스

트럿-타이 모델 방법 및 이를 위한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의 개발에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또한 2차원 및 3차원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 포뮬레이션 개발,�그리고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구조물 최적설

계기술의 개발 등 선진 구조해석/설계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스트럿-타이 모델 해석 및 설계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청의 연구중심 벤처기업

으로 인증 받은 스타드소프트웨어(STADsoftware)을 창립하여 기술력

의 사회환원,�국내 건설설계기술력의 향상,�그리고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나노탄소구조체를 이용한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개발

-�스트럿-타이 모델 해석/설계방법의 개발

-�스트럿-타이 모델 해석/설계 소프트웨어의 개발

■ 연구성과

채현수

철근콘크리트 코벨의 부정정 스트럿-타이 모델 및 하중분배율

대한토목학회논문집(국문),� 2014.08

Vol.� 34,� No.� 4,� pp.� 1065-1079

채현수

철근콘크리트 코벨 스트럿-타이 모델의 스트럿 유효강도

대한토목학회논문집(국문),� 2014.08

Vol.34,� No.4,� pp.1081-1094

김병헌

3차원 격자요소를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부재의 스트럿-타이 모델

설계방법 -� (I)� 방법의 제안

■ 프로젝트

[신개념 스트럿-타이 모델 해석/설계 방법의 실무적용을 위한 실용

화 소프트웨어의 개발]� � 중소기업청,� 2009

[국내 플랫 플레이트 골조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공법(3차년

도)]� 한국과학재단,� 2009

[도시 콘크리트 구조물의 신개념 안전성평가기법 및 설계기술 개

발]�㈜금호건설,� 2008

[국내 플랫 플레이트 골조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수보강 공법(2차년

도)]� 한국과학재단,� 2008

[스트럿-타이 모델을 이용한 교량구조물의 설계(행정중심 복합도시�국도

1호선 우회도로 3공구 건설공사)]� (주)용마엔지니어링,�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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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수문학

지도교수 김광섭

전공분류� 수문기상학,� 레이더수문학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공대 2호관 216호

전    화� 053-950-5607

홈페이지 http://civil.knu.ac.kr/mai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현존하는 지구환경에서의 수자원의 분포와 경로를 연구

한다.�전 시공간스케일상에서의 수문학적 사이클에 대한 보다 나은 물리

적 이해를 통하여 지구환경시스템의 올바른 평가,�예측 및 제어를 연구

목적으로 한다.�우리연구는 여러 학문분야를 연계한 새로운 지식을 연계

하여 과학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 연구분야

-� Physical� Hydrology

-� Radar� Hydrology

-� Stochastic� Hydrology

-� Hydrometeorology

-� Land-Atmosphere� Interaction

-� Geostatistics� and� Remote� sensing

-� Climate� Chanlge� Impacts� on�Water� Resources

■ 연구성과

김광섭

Grid�Method�기법을 이용한 베이지안 비정상성 확률강수량 산정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2015.01,� Vol.48,� No.1,� pp.37-44

김광섭

추계학적 강우모형의 매개변수 변동을 통한 서울지역 여름철 강우

변동특성 분석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2014.08,� Vol.47,� No.8,� pp.693-701

김종필

개선된 PRISM�모형을 이용한 고해상도 일강수량 추정

대한토목학회논문집(국문),� 2014.08

Vol.34,� No.4,� pp.1139-1150

조현곤

추계학적 강우모형 매개변수 추정기법의 적합성 분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국문),� 2014.08

Vol.34,� No.4,� pp.11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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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설기술 및 공간정보

지도교수 최세휴

전공분류� 강구조물공학,�구조해석,�최적설계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신격동 1370번지

전    화� 053-950-7514

홈페이지 http://ctsi.knu.ac.kr/index.html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구조물의 비선형 비탄성 해석 및 이를 적용한 최적설계기

법의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이를 통해 구조물

해석과 설계시보다 실제적인 거동을 반영하고,�안정성을 만족하는 최적

의 부재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해석과 설계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경감시

켜 구조물의 설계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비선형 비탄성 해석을 이용한 강구조 직접설계시스템 개발

-�강구조 최적설계 기법 개발

-� GIS를 이용한 풍하중/지진하중 산정기법 개발

-� CityGML을 이용한 BIM과 연계기술 개발

-� IFC�포맷을 이용한 설계정보모델 구축기법 개발

-� BIM�기반 설계시스템 개발

■ 연구성과

한정희

지적재조사의 면적증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지,� 2014.08,� Vol.30,� No.2,� pp.65-77

최세휴

GIS를 이용한 지형에 의한 풍속할증계수 산정 방법

한국지리정보학회지,� 2013.09,� Vol.16,� No.3,� pp.126-135

권종열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측량방법에 따른 정확성 평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2.12,� Vol.14,� No.2,� pp.271-288

박정호

대구광역시 표준비용 적용에 따른 개발부담금 비교분석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012.06,� Vol.14,� No.1,� pp.61-77

김동기

GIS�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도로중심선 평면선형 평가

한국도로학회논문집,� 2012.02,� Vol.14,� No.1,�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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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관리 및 가치혁신

지도교수 김병수

전공분류� 건설사업관리(CM)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216호

전    화� 053-950-5607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veeko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건설장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실시간 측정방법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이산화탄소 저감형 공정계획모델을 개발

-�건설장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실시간 측정방법 개발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활용가능한 공사비 추정모델 개발

■ 연구성과

김병수

C-FVM을 이용한 토공장비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에 관한 연구

토목학회논문집,� 2014.06

김병수

건설장비 CO2배출량 산출결과 비교연구

토목학회논문집,� 2013.07

김병수

건설장비의CO2배출량 실시간 측정방법 개발을 위한 CO2� 및 유속

센서의 활용

건설관리논문집,� 2013.03

■ 프로젝트

[친환경 설계대안 평가모델개발]�

한국연구재단,� 2014.10-2017.10

[도로 환경부하평가모델 개발]� 국토교통부,� 2014.11-2017.10

[이산화탄소 저감형 토공계획모델 개발]� 한국연구재단,� 2011.05-�

2014.04

[3대문화권 역사문화산수길 조성사업 설계경제성검토]� 영덕군,�

2014.01-2014.04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 설계경제성 검토]� 영덕군,�

2012.08-2012.11

[영덕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설계경제성검토]�

영덕군,� 2012.06-2012.08

[영덕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 실시설계의 경제성검토]

장사상륙작전전승 기념공원 건립 추진위원회,� 2012.04-2012.06

[영천시 화남북지역 상수도시설공사에 따른 설계경제성 검토]� 영천

시,� 2011.09-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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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공간정보,�건설자동화

지도교수 서수영

전공분류� 사진측량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공과대학 2호관 216호

전    화� 053-950-5613

홈페이지 http://sise.knu.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다양한 공간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처리하는 기법들을

연구,�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분야

� -� 공간정보(Spatial� Information),� 측량(Surveying),�

� -� 사진측량(Photogrammetry),� 라이다(LIDAR),�

�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원격탐사(Remote�

Sensing),

� -�GPS�(Global�Positoning�System),� � �지적(Cadastral�Surveying)� �

� -� 건설자동화(Construction� Automation)�

■ 연구성과

서수영

건물벽면 영상내 코너점의 대응관계 구성을 위한 사영변환행렬의 적용

성.�대한원격탐사학회지,� 2014

서수영

표면 파라미터 계산시 모델링 인자에 따른 조정계산 추정 성능의 사전

비교분석.�한국공간정보학회지,� 2011

서수영

정지장면의 연속 프레임 영상 간 통계에 기반한 영상분할

한국공간정보학회지,� 2010

서수영

승용차요일제 RFID� 리더기 추가설치를 위한 적정지점 선정에 관한

연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

한국공간정보학회지,� 2010

■ 프로젝트

[3차원 공간정보생성을 위한 다중센서자료의 처리기법 연구]� 한국

연구재단,� 2010.09-2015.08

[3차원 공간정보구축을 위한 멀티센서영상처리 알고리즘 개발]� 경

북대학교,� 2010.09~2011.08�

[3차원 공간정보 구축과정의 자동화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2009.04~2010.03�

[동남권 신국제공항 후보지 토공량 및 부지조성비 산정에 관한 연

구]�대구경북연구원,� 2009.12-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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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반공학

지도교수 박성식

전공분류� 토질 및 기초(지반공학)�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공대 2호관 216호

전    화� 053-950-7544

홈페이지 http://geotech.knu.ac.kr/

■ 연구실소개

� � 토목공학에서 다루는 토목재료는 주로 콘크리트,�흙,�물이다.�이 세

가지 중에서 본 연구실은 흙과 가장 가까운 관계이다.�대부분의 토목구

조물은 흙 위에서,�흙 안에서,�그리고 흙으로 만들어진다.�흙의 성질과

거동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토목구조물을 세울

수 없다.�흙이 외력을 받았을 때 어떻게 거동하는 가를 현장 실험 및

실내실험을 통해 관찰하고,�얻은 결과를 분석하여 수치모델을 개발하여

이를 실무해석에 적용하는 것이 본 연구실의 방향이다.

� 2007년 4월부터 지진이나 반복하중에 따른 유효응력변화를 계산

할 수 있는 유효응력모델개발과 현장적용에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으며,�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 연구분야

-� 흙의 구성모델 (Constitutive� model)

-� 액상화 (Liquefaction)

-� 수치해석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원심모형실험 및 실내시험

-�지반보강 (Soil� Reinforcement)

■ 연구성과

박성식

극한미생물과 저가 배지를 이용한 지반고결제의 현장 적용 연구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015.01,� Vol.� 31,� No.1,� pp.37-46

박성식

함수비 증가에 따른 모래질 점토기둥의 붕괴실험 및 입자법 시뮬레

이션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014.11,� Vol.30,� No.11,� pp.25-37

박성식

내장형 실린더를 이용한 시멘트 고결토의 인장시험 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국문)� 2014.10

Vol.34,� No.5,� pp.1505-1516

박성식

모래 함유량이 점토의 액소성한계 및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014.02,� Vol.30,� No.2,� pp.65-76

■ 프로젝트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바이오그라우팅 개발]�

국토해양부,� 2011.07-2015.05

[친환경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지반의 3차원 유동 해석법 개발]

한국연구재단,� 2008.07-2009.06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된 해저사면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

학술진흥재단,� 2008.07-2009.06

[침매터널의 내진해석을 위한 유효응력모델의 개발 및 검증]

학술진흥재단,� 2007.08-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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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반 및 암반공학

지도교수 문준식

전공분류� 지반공학,�터널공학

주    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경북대학교 공대 2호관 216호

전    화� 053-950-5607

홈페이지 http://civil.knu.ac.kr/mai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2012년에 신설된 연구실로서 토질 및 암반역학의 다양

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현재는 터널의 설계최적화 문제,�

설계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TBM�적용성 평가,�가스저장고의 내부압력변

화에 따른 안정성 문제,�뒷채움재의 재료특성에 따른 토류벽의 안정성

문제,�중동지역 지반의 지형학적 및 역학적 거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

또는 수행 중에 있으며,�사면안정 및 토적류 문제,�TBM�국산화,�TBM�

터널 세그먼트 설계최적화,�고강도 숏크리트 개발 등에 관한 연구의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또한,�터널굴착 시 전방예측,�암반말뚝기초

의 최적설계 문제,�토석류에 대한 장기적인 사면 안정성 문제,�폐광에

의한 지반의 함몰문제 등에 관한 연구를 준비 중에 있다.�

� � 다양한 지반공학 문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뿐 아니라 시공 및 설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지반분야의 Expert를 육성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 연구분야

-� Groundwater� inflow� rate� into� tunnel

-� Segment� and� shotcrete� tunnel� lining� design� optimization

-� Tunnel� stability� analysis

-� Rock� slope� stability� and� unsaturated� soil� slope� stability� � � � �

� � analysis

-� Hydro-mechanically� coupled� behavior� of� jointed� rock� mass

-� Deep� excavation� stability� analysis

■ 연구성과

문준식

하수터널의 콘크리트 라이닝 부식 방지공법 선정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2014.07

Vol.16,� No.4,� pp.347-360

문준식

중동지역 철도설계 시 지반공학적 고려사항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013.� 11,� Vol.29,� No.11,� pp.49-60

이종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대규모 비탈면의 위험도 평가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013.11,� Vol.29,� No.11,� pp.99-106

문준식

다짐 및 강도특성을 고려한 보강토 옹벽 뒷채움재로서 Caliche의 적합

성 검토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13.08,� Vol.13,� No.4,� pp.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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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학  

▶ 하천수리

▶ 도시건축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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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학

지도교수 엄대용

전공분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학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한국교통대학교 토목공학과

전    화� 043-841-5181

홈페이지 http://dyum.ut.ac.kr/

■ 연구실소개

�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는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한

핵심인프라 기술로서 미래정보사회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과

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 현재 우리나라는 NGIS�사업 등을 통해 국토정보화의 표본을 작성해

관련기술의 개발 및 축적,�전문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이를 통해 디지털 국토의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

지고 있다.�

■ 연구성과

김종남

고해상도 DMCⅡ�항공영상을 이용한 고품질 정사영상 제작

한국측량학회지,� 2015.02,� Vol.33,� No.1,� pp.11-21

박종찬

역방향 가시빈도 분석에 의한 조망점의 유효성 평가

한국측량학회지,� 2013.10,� Vol.31,� No.5,� pp.343-353

엄대용

GIS와 AHP분석에 의한 생태습지의 생성 및 유지조건 도출

한국측량학회지,� 2013.02,� Vol.31,� No.1,� pp.29-40

엄대용

Flood�Simulation�of�Upriver�District�Considering�an� Influence�of�

Backwater�

한국측량학회지,� 2012.12,� Vol.30,� No.6,� pp.631-642

엄대용

경사도 분석에 적용하는 단위격자크기가 골프장의 입지 평가에 미

치는 영향 분석(환경적 측면에서)

한국측량학회지,� 2012.10,� Vol.30,� No.5,� pp.46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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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하천수리

지도교수 장창래

전공분류� 수리학/하천공학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한국교통대학교 토목공학과

전    화� 043-841-5181

홈페이지 cljang.ut.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지형변동 예측을 위한 수치모형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흐름,�하상 및 지형변동 예측을 위한 수치모형 개발

-�하천 및 저수지의 유사거동 모의 및 해석 연구

-�식생대의 흐름 및 지형변동 연구

-�생태계의 서식처 해석을 위한 하천의 지형변동 연구

-�어도 설계 및 생태계의 서식처 복원을 위한 흐름특성 연구

-�하천복원 및 관리기법 연구

-�하천 교란상태 평가 및 적응관리 기술개발

■ 연구성과

장창래

실내실험에 의한 혼합사로 구성된 하상 표층에서 지형변동에 따른

유사의 분급 특성 분석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2014.12,�Vol.�47,�No.�12,�pp.�1213-1225

장창래

실내실험을 통한 개량형 공압식 가동보의 월류흐름 특성 분석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2014.12,� Vol.47,� No.11,� pp.1007-1015

장창래

주기적인 하폭 변화 수로에서 사주의 거동에 관한 수치실험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2014.01,� Vol.47,� No.1,� pp.� 37-47

이경수

CCHE2D모형을 이용한 보 상류에 퇴적된 토사의 배출 효과 분석

-�상주보와 구미보를 중심으로 -�

한국물환경학회지,� 2013.11,� Vol.29,� No.6,� pp.813-824

황수덕

하천의 장기 지형변화 고찰 및 하상변동 모의

한국공간정보학회지,� 2013.10,� Vol.21,� No.5,� pp.1-6

■ 프로젝트

[골재채취로 인한 교란하천의 적응관리 기술개발]�

ECORIVER21�사업단,� 2010

[2009�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충주 향기나는 녹색 수공원 가꾸기(하

천복원분야)]�국토해양부,� 충주시.� 2010

[반변천과 길안천 합류부의 하상변동 수치모의]

한국수자원공사,� 2009�

[교란하천의 적응현황과 메카니즘 분석,� ECORIVER21� 사업단,� 한

국수자원공사.� 2009

[하천교란백서]� ECORIVER21� 사업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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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시건축디자인

지도교수 성기문

전공분류� 건축계획 및 설계

주    소 충청북도 충주시 대학로 50�건축학과

전    화� 043-841-5841

홈페이지 http://www.mepu.co.kr/

■ 연구실소개

� � MEPU�연구실은 건축,�도시,�사회,�문화 등의 경계를 넘나들며 건축의

의미를 찾기 위한 이론적 탐구와 실험적 작업을 진행한다.�성기문 교수

를 중심으로,�건축을 통한 도시읽기-도시를 통한 건축읽기 등 다양한

테마의 세미나와 답사,�국내와의 건축설계경기,�작품전,�도시건축프로

젝트 등의 참여를 통해 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실험공간이다.�

이러한 실험적 담론을 형성하는 작업을 통해 연구실 각�구성원들은 건축

도시 사회를 바라보는 비평적 시각과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고,�건축가로

서의 건축적 사고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작업을 찾아갈 것이다.�

� � 본 연구실은 작은 오브제(object)에서부터 인테리어,�건축,�도시환경

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감싸고 있는 사물(환경구성인자)들間의 자연스런
“풍경-어우러짐”을 만들기 위한 그리고 건축ㆍ도시ㆍ사회ㆍ문화 등의

경계를 넘나들며 건축의 의미를 찾기 위한 이론적 탐구와 실험적 작업을

진행하는 공간이다.�

■ 연구성과

성기문

한국 도시광장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도시 시청광장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13.06,� Vol.15,� No.3,� pp.47-56

류주희

영화‘메트로폴리스’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의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빛과 공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12.09,� Vol.14,� No.3,� pp.95-104

성기문

영화‘메트로폴리스’에서 나타나는 빛의 표현유형과 공간의 표현양

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11.03,Vol.13,� No.1,� pp.27-34

류주희

현대건축에 있어서 숭고의 표현방식에 관한 연구 -� 에드먼드 버크

의 숭고론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11.03,� Vol.13,� No.1,� pp.43-51

성기문

설계경기를 통해 고찰한 소방서청사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10.09,� Vol.12,� No.3,� pp.121-131

성기문

장소 특성을 반영하는 다니엘 뷔랭의 인 시튜작업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06.02,� Vol.22,� No.2,� pp.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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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건축공학, 건설융합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

▶ 건축계획

▶ 건축역사이론

▶ 자미헌(jamiheun)-건축설계/공간이론

▶ 도시건축 

▶ 건축계획 

▶ BEST-건축학부 환경

▶ 건축설계 

▶ 건축사 

▶ 구조해석 

▶ 철골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내진공학 및 진동제어 

▶ 건축재료 및 시공학 

▶ 건설관리 및 코스트

▶ 건축친환경 설비계획 

▶ 건축환경에너지 

▶ 지역계획 및 GIS 

▶ 교통공학 및 교통계획 

▶ 도시경제학 및 계획이론 

▶ 주택 및 부동산 

▶ 도시설계 

▶ 토지이용 및 환경계획 

▶ 지형정보 

▶ 수리실험실

▶ 콘크리트구조 

▶ 지반공학 

▶ 하천 및 수자원 

▶ 강구조 및 응용 

▶ 건설시스템 통합

▶ 지반공학 및 동역학 

▶ 구조동역학 

▶ 상하수도 

▶ 강구조피로 

▶ 지반시스템 해석 

▶ 물환경시스템

▶ 온실가스저감 및 폐기물열분해

▶ Biofilm & 생물자원공정  

▶ 수자원환경

▶ 환경복원

▶ 환경분석모니터링

▶ 환경미생물생태

▶ 미세입자 및 지속가능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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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계획

지도교수 이동언

전공분류� 건축이론/건축설계

주    소�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건설관 9층 건축학과    

전    화� 051-510-1487

홈페이지 http://archi.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건축 Design과 설계를 위한 건축적 사고의 바탕이

되는 건축이론을 만드는 작업을 동시에 연구하며 이를 통칭하여 건축

설계+이론(AD+L)이라 칭하고 있다.

� � 건축의 설계는 기술이나 과학적 분석에 의한 진행만이 있는 것이 아니

라 그 속에 보다 진지한 사고가 존재한다.�그 진지한 사고란 건축외적인

분야(문학,�예술 등등)에 대한 이해와 건축내적인(공간,�형태,�주변성

등)�영역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러한 행위에 의해서 창조적이고 이

시대에 적합한 건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고이다.

� � 이론과 설계를 직접 접목하고 직접적으로 설계의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론을 개발,�설계를 진행 시켜나간다.

■ 연구성과

심길재,�이동언

물려받는 것(傳承)’에 바탕을 둔 현대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7,� Vol.� 23,� No.� 7,� pp.� 137~144

임성훈,�이동언

현대건축에서 공간 개념의 변화 /�비물질적 공간에서 물질적 공간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8,� Vol.� 24,� No.� 8,� pp.� 133~140

박규환,�이동언

루이스 칸의 건축에 나타난 폐허성 경험의 맥락적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8,� Vol.� 24,� No.� 12,� pp.� 199~206

이동언,�박규환

폐성의 사유로 본 루이스 칸의 작품세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9,� Vol.� 25,� No.� 4,� pp.� 197~204

임성훈,�이동언

Le� Corbusier의 Modulor에 드러난 조화의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0,� Vol.� 26,� No.� 3,� pp.� 95-102

Chul� Woo� YimㆍDong� Eon� Lee

An� Application� of� Contextual� Operation� Theory� to� a� City�

Focused� on� Busan,� South� Korea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2010

임성훈,�이동언

현대건축에 있어서 틀의 이중적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0,� Vol,� 26,� No.� 7,� pp.� 145~154

이용흠,�이동언

부산 건축에서 드러난 지역성 표현의 새로운 징후들 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0,� Vol,� 26,� No.� 8,� pp.� 203~210

이용흠,�이동언

1960년대 이후 부산(釜山)근대건축의 지속과 변용 하버마스의 '근대성
'개념을 바탕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0,� Vol.� 26,� No.� 8,� pp.�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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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역사이론

지도교수 이호열

전공분류� 건축학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장전동)�건설관 908호

전    화� 051-510-1487

홈페이지 http://samlhy.pusan/�

■ 연구실소개

� � 한국과 동아시아의 전통건축과 중세도시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건

축문화재 보존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동아

시아 문화권의 시각으로 한중일 삼국의 전통건축과 도시를 비교 고찰하

고 있다.�특히 영남지방 전통건축의 특성을 규명하고 공간구성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사찰 및 전통주거,�성곽 유적지 등 문화

재 실측설계 및 복원,�활용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실 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다.�

� � 건축공간과 형태의 구성 원리를 고찰하고 이를 건축설계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국내 답사를 통해 한국의 전통마을과

전통건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해외답사를 통해 한국건축과

역사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던 중국,�일본,�몽고,�인도 등지의 건축을

조사하고 있다.�특히 한국의 영남지방 건축역사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앞으로 더 넓은 지역과 문화권으로까지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연구성과

이호열,�김남형

가늠선 운용에 의한 곡재 치목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2010년도추계학술대회논문집,� 2010-11�

이호열,�김지운

창녕 이방면 이층한옥의 건축특성

한국건축역사학회 2010년도추계학술대회논문집,� 2010-11

박일찬,�이호열

머름의 특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별당과 정자건축을 중심으로 -

건축역사연구,� 2011-04

이호열,�권순강,�박운정

석축 산성의 계곡부 체성과 못(池)에 관한 연구 -�거창 거열성과 함안
성산산성을 중심으로 -

건축역사연구,�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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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자미헌(jamiheun)-건축설계/공간이론

지도교수 이인희

전공분류� 건축계획 및 설계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장전동)� 401건설관 907호

전    화� 051-510-7634

홈페이지 http://www.samlih.com�

■ 연구실소개

� � 건축과 도시는 오래 전부터 인간의 생활과 사고를 반영하여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다.�건축과 도시공간에는 인간의 삶과 관련되는 많은 사회문

화적인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으며 건축과 도시 공간 그리고 이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환경과 영향을 교류하는 총상적인 관계로써 파악

될 수 있다.�건축설계/공간이론연구실은 인지심리,�문화,�장소이론,�미학

등의 관점에서 건축 및 도시공간의 형식과 사회문화적 요인들 간의 관계

를 구명하고 인간의 삶과 환경에 반응적인 건축설계와 공간디자인 이론

을 연구한다.

■ 연구분야

-� 건축설계이론연구

-�건축공간론연구

-� Urban공간구조연구

■ 연구성과

김흥만,�이인희

경관 특성 파악에 있어서의 시퀀스적 시점장 선정과 전방위 화상정보의

유효성 검증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제9권 제2호/2009.2�

정인아,�김흥만,�이인희

자연개념의 관점에서 본 사회생태학적 건축의 이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7권 제5호/2011.5�

이인희

현대철학과 건축의 해체적 사유에 대한 總相的 이해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4권 제11호/2008.11�

이인희,�김흥만,�강성웅

중국 완남고진 마을공간의 인지경향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7권 제7호/2011.7



MATERIC� 2015년 Architectural� &� Civil� Engineering� Labs.

66

연 구 실 도시건축

지도교수 우신구

전공분류� 건축 설계 및 이론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 401�건설관 9층 건축학과 915호

전    화� 051-510-1487�

홈페이지 blog.naver.com/introurb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도시공간과 건축의 이론 및 설계를 주로 연구하고 있으

며,�리서치에 기반을 둔 도시설계,�공공디자인,�마을 만들기,�도시재생

관련 프로젝트의 실천을 통해 인간을 위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연구분야

-� 도시설계

-�공공디자인

-�마을만들기

-�도시재생

-�건축과 사회,� 문화

-�도시와 경관

-�도시건축

-�지속가능한 해안역

■ 프로젝트

[김해시 도시경관기본계획]� 2003~2004,� 김해시청

[베트남 하노이의 도시건축 연구]�2004~2007,�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

[부산 광복로 시범가로 국제공모지침 작성]� 2005,� 부산시 중구청

[창원시 도시경관기본계획]� 2005~2006,� 창원시청

[부산비엔날레 2006� 전시디자인]�부산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창원시 주택정책 기본계획]� 2006~2007,� 창원시청

[광복로 시범가로조성사업 컨설팅]� 2005~현재,�문화관광부,�부산시,�

부산시 중구청

[충남 예산군 수덕사 집단시설지구 아름다운 거리 조성기본계획]�충청

남도

[광복로 시범가로조성사업 백서제작]� 2008,� 부산시 중구청

[양산 북정동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프로젝트]�한국토지공사,�희망제

작소,� 양산시청

[북항재개발 원도심연계방안 및 부산항종합기본구상]� 2007~2008

[Slow� Street를 적용한 도심상업거리 재활성화 방안]�학술진흥재단

[시범가로 평가규범으로서의 Pattern� Language�연구]�학술진흥재단

[부산 도시 기록화 사업]�부산시,�부산국제건축문화제

[괴정 뉴타운 총괄계획]� 부산시,� 사하구

[부산북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축기준 설정]� SPC,� 부산항만공사

[청사포 경관협정 컨설팅]�2009,�부산시,�해운대구,�중2동,�청사포 발전

위원회

[부산 해안경관 조망 공간 :�역사의 디오라마 마스터플랜 수립]�부산시,�

국토해양부

[행복한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 마스터플랜 수립]�2009~2011,�부산

시,�국토해양부

[보수동 책문화타운 마스터플랜 수립]� 2013,� 부산광역시 중구청

[도시재생사업단 창원 테스트베드 상가지구 지원]�2011~2014,�국토교

통부 도시재생연구사업단,�창원시청,�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토

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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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계획

지도교수 유재우

전공분류� 건축계획/건축이론/건축설계/주거학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 401�건설관 9층 건축학과 916호

전    화� 051-510-2362

홈페이지 http://dduel.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인간의 거주와 생활공간,�환경심리와 공간에 관한 연구,�

근대기 전·후 현재까지 동아시아의 도시,�마을,�주거공간의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한 연구,�조선시대,�일제 강점기,�피난시기,�산업근대기 그리고

현재까지 부산의 도시·건축·주거공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도시재생,�주거 공간 재해석과 실천적 활동을 하

고 있다.

■ 연구분야

-�주거분야 :�주거문화,�주거공간변화,�전통민가연구,�한국주거공간의

재생,�현대한옥,�노유자 주거공간,�한·중·일 전통 및 근대기

주거공간 비교연구

-�마을분야 :�전통마을,� 농어촌마을,�도시 내 마을,�동아시아 마을

-�도시분야 :�부산의 피난마을 변천,�부산주거 및 공간 변천사,�동아

시아 개항지,�동아시아 주요도시 변화연구,�도시 내 과거

흔적,�도시재생 연구

■ 연구성과

손준혁,�유재우,�오광석

1990년대 이후 농촌한옥 주생활실태와 증축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4-12

이인희,�유재우

중국 강족(姜族)�도평(桃坪)�마을 및 주택공간의 다중(多重)적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4-12

김준,� 박효민,� 유재우

일제강점기 적기(赤岐)� 부산수출우검역소 건축배경과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4-11

박효민,�박재홍,�김준,� 유재우

부산 피난이주지 소막마을의 형성과정과 변화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4-09

장덕현,�이수상,�유재우,�이용재,�김용기

지역대표도서관 건립 계획에 관한 연구 :(가칭)부산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14-09

■ 프로젝트

[부산디자인고등학교 기본계획 연구]�한국교육시설학회,�2009-02-25-�

2009-04-25�

[Alived� Stone-전곡리구석기박물관 국제현상설계작-]�

사)부산국제문화제조직위원회,�대한건축학회부산경남지회,�2006-11-30-�

2006-12-04

[영도등대해양문화공간 활성화 및 무인도서 관광연계 방안연구]

부산지방해산수산청,� 2006-06-01-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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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BEST-건축학부 환경

지도교수 윤성환

전공분류� 건축환경/친환경건축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건설관(401)� 914호 건축학부 환경연구실

전    화� 051-510-2355

홈페이지 http://pnubest.pusan/�

■ 연구실소개

� � BEST(Building�Environment�and�Services�Tech.)연구실은 21세

기 녹색건축시대에 대응 가능한 친환경건축 전문가 양성,�친환경건축계

획 측면에서의 BIM(Building� Information�Modeling)�전문가 양성,�

생태도시,�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전문가 양성,�환경지리정보(E-GIS)�전

문가 양성을 통해 향후 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 등의 국제적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국가프로젝트를 3건 수행중에 있다.�

� � 도시스케일에서는 에코시티,�탄소중립도시,�에너지자립형 도시계획

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데이터베이스,�전문가시스템,�계획 프로세스 등

을 연구한다.� 도시기후시뮬레이션시스템(UCSS),� 위성데이터(RS�

Data),�지리정보시스템(GIS)�등의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생태정

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가시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효율적으

로 친환경도시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모색한다.

� � 건축스케일에서는 BIM(Building� Information�Modeling)을 기반으

로 한 친환경건축계획 방법을 연구하고,�패시브하우스,�에너지제로하우

스,�에너지플러스하우스 달성을 위한 각종 그린빌딩 요소기술을 연구한

다.�컴퓨터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친환경건축기술을 건축계

획에 도입했을 경우의 정량적인 효과를 예측평가하고 가시적으로 정보

화하여 건축가가 보다 효율적인 친환경건축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한다.

■ 연구분야

-� 친환경건축계획 지원과 그린빌딩 요소기술 개발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계획 기법 개발과 도시환경 관리시스템

개발

-�건축-도시환경 영향 평가,�예측과 개선방안 제시

■ 연구성과

Seong-Hwan� Yoon,�Min-Jung� Lee,� Jurng-Jae� Yee

An�Experiment�Study�on�Evacuation�Times� in�a�Subway�Station�

using� Evacuation� Parameters

Journal�of�Asian�Architecture�and�Building�Engineering�,Vol.�12,�

No.� 1,� May� 13,� 2013

이준호,�김현우,�윤성완

건물 설계변수에 따른 단위열부하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Vol.� 15,� No.� 4,� pp109~114,�

2013.8

■ 프로젝트

[기후변화 및 복합재해 영향을 고려한 지역별 건축물 방재기준 개선방안

연구]� 소방방재청,� 2013.05� -� 2017.04

[BIPV�조합형 스마트환기외피시스템 개발]�한국연구재단(교육과학기술

부),� 2012.05.01� -� 2015.04.30

[도시차원의 차세대에너지스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및 건설기술 개발]�

국토해양부(U-Eco� City사업단),� 2008.11.01� -� 2013.04.30

[VGIS�및 UCSS를 활용한 도시열섬현상 예측·제어기법 개발],�교육과학

기술부,� 2009.09.01� -� 2012.08.31

[풍압 대응형 패시브환기스킨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2008.07.01� -�

2010.08.31

[군중 행동특성을 고려한 피난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소방방재청,�

2008.10.01� -� 2009.09.30

[냉난방에너지소비량 절감을 위한 외피단열사양 최적화 및 평가방법

개발]� 삼성건설,� 2008.12.01� -� 2009.04.30

[국내외 주택용 창호의 諸성능 및 시공단가 조사]� 삼성건설,�

2007.11.01� -� 2008.02.29

[해양도시의 하기 열섬현상 억제를 위한 친환경 건축계획 메뉴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2006.07.01�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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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설계

지도교수 박창배

전공분류� 건축계획 및 설계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장전동)� � 건설관 902호 건축설계연구실

전    화� 051-510-2351�

홈페이지 http://architect.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건축설계와 관련된 사회,�문화,�환경,�예술 및 기술적인

이슈들을 폭넓게 연구하고 새로운 건축유형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건축

계획 방법들을 도출한다.�연구의 결과는 논문뿐만 아니라 국내외 공모전

참여 작품과 실질적인 건축설계를 통해 실용성을 검정하고 다른 건축가

들과 공유한다.

■ 연구분야

-� 건축 표현기법

-�건축계획 방법론

-�건축공간의 유형에 대한 연구

-�해양도시 건축연구

■ 연구성과

조연경,�박창배,�우신구

어린이 참여 디자인을 적용한 어린이 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양산 북정

동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10

현진,�박창배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종교시설의 복합화 현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0,� 43-46.

박지훈,�박창배

통합도서관의 통합 시설의 종류에 따른 시설구성과 동선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13,� 29.7:� 35-44.

박진규,�박창배

논문:�한국 소아환자들의 병실색채 선호도에 관한 연구.�

의료·�복지 건축 (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2011,� 17.2:� 45-52.

■ 프로젝트

[송도해수욕장 해양스포츠 기반시설]�공동작 +(주)수가디자인건축사무

소�손숙희

[김해시 동부 노인 종합 복지관 및 여성센터]�공동작 +�창명 건축사무소

정명석

[진주 종합운동장]�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광명돔 경륜장]�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Marina]�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김해시 첨단의생명 테크노타운]�공동작 +창명 건축사무소 정명석

[ANGOLA� Stadium� Project]�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건설기능인력양성센터]�공동작 +(주)수가디자인건축사무소 손숙희

[대전 EXPO�부지개발 프로젝트]�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Wrestling�Arena�for�the�2008�Olympic�Games]�공간종합건축사사

무소

[안산돔경기장]�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연희 감리교회 증축설계]�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합천상가 전시 및 판매시설 계획]

[Motionless� Dance]

[Frame� in� Archictecture]

[Parker� Jewish� Hospital]� Perkins� Eastman� Architect� P.C.

[산청주택]�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산대학교 정문 계획]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T/K]�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김해중앙교회]�공동작 +창명 건축사무소 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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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사

지도교수 서치상

전공분류� � � � � 건축이론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 401�건설관 9층 건축학과

전    화� 051-510-3514

홈페이지 http://archi.pusan/

■ 연구실소개

� � 건축은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변화해 왔다.�개개인의 일상적 삶의

공간이자,�각�사회와 시대의 역사문화적 증거인 건축은 그 자체로 하나

의 시대정신(時代精神,� Zeitgeist)을 나타내는 대상이자 장소이다.�
� � 본 연구실은 역사적 건축물과 문화재,�지역사회와 도시의 역사 문화적

환경,�전통건축의 양식과 현대적 의의,�나아가 인간과 건축,�사회의 관계

등과 같은 다양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대정신으로서 건축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복합적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는 곳이다.�

이는 보다 나은 건축을 위한 설계이론의 구축,�건축미학에 대한 연구도

포함한다.�건축역사연구는 문제의식을 갖고 미래의 건축을 위해 고민하

는 건축인에게 심도 깊은 학문적 탐구의 기회가 됨은 물론,�건축을 이해

하는 역사적 안목을 발판으로 세계 속에서 자신의 건축방법론을 정립하

고 그 실용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 연구분야

-� 지역사회 역사문화적 환경의 가치 해석과 활용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복원 계획

-�건축설계이론의 구축과 건축의 미학적 해석

-�역사문화적 건축물의 실측조사를 통한 기록화 및 지역성 분석

-�건축 관련 역사적 기록의 발굴과 건축생산사적 해석

■ 연구성과

박원호,�서치상

움집 벽주 (壁柱)� 의흙막이벽 기능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7권.� 5호.� 2008년.� 10월.

이금도,� � 서치상,� � 강윤식

일제강점기 부산 ‘서면 경마장’의 조성과정을 통해 본 (구)�하야리아부대

이전부지의 도시사적 의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12,� 28.6:� 133-144.

서치상,� � 지성진,� � 조형래

東萊府東軒일곽의 복원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2007,� 9.2:� 123-132.

서치상,�윤석환

범어사 보제루의 복원을 위한 건축형식 연구

■ 프로젝트

[충렬사 정비 및 운영 기본계획]

[연산동고분군 유적정비 및 공원화사업 종합계획]

[범어사 종합정비계획수립]



부산대학교 연구실험실

71

연 구 실 구조해석

지도교수 박성수

전공분류� 구조공학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건축공학과

전    화� 051-510-2360

홈페이지 http://archieng.pusan/

■ 연구실소개

� � 현대 건축물은 고층화,�대형화,�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각종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그 중에서 건물의 진동은 건물의 안전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기도 한다.�건물에

발생하는 각종 진동의 원인으로는 풍하중,�지진하중,�자동차나 지하철

등 운송 수단,�건물 내의 각종 기계설비에 의한 국부적인 진동 등이

있다.�

� � 본 연구실은 이러한 건물의 진동 문제 전반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건물의 지진 응답이나 풍응답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종

수동형 제진 장치의 설계 및 해석에 대한 연구와 함께 소형 진동대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이론을 검증함으로써,�건물의 진동제어를 위하여

효율적인 제진 장치의 적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1.� 고층건물의 진동제어를 위한 에너지 소산장치에 관한 연구

� -�점탄성 감쇠기,�점성 감쇠기,�마찰 감쇠기,�소성 변형 감쇠기에 관한

해석과 설계 방법에 관한 연구

� -�점탄성 감쇠기(viscoelastic� damper)�

� � � 감쇠기의 비선형거동을 고려한 지진해석으로 기존의 선형모델의 신

뢰성 검증에 관한 연구

� -�점성 감쇠기(viscous� damper)

� � � 해석모델 및 해석 방법에 관한 연구,�감쇠기 설계를 위한 적정 감쇠계

수에 관한 연구

� -�마찰 감쇠기(friction� damper)

� � � 해석모델 및 최적의 slip� load� (미끄러짐이 시작되는 힘)� 결정에

관한 연구

� -�소성 변형 감쇠기(hysteretic� damper)

� � 고층 건물에서의 소성 변형 감쇠기의 거동과 설계 방법에 관한 연구

2.�감쇠기가 설치된 건물의 정적 비선형 해석

� -�감쇠기가 설치된 건물의 능력곡선(capacity�curve)과 지진의 요구곡

선(demand�curve)을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건물의 응답을 구하는

해석방법에 관한 연구

3.�비대칭 건물의 지진해석 및 감쇠기를 이용한 비틀림 거동 개선에

� �관한 연구

� -�지진하중에 대한 비대칭 고층 건물의 응답을 분석하고,�비대칭 건물

에서 발생하는 비틀림 거동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감쇠기의 적용

과 설계에 관한 연구

4.�초고층건물의 연쇄붕괴방지 기술

� -� 비정상하중에 대한 초고층건물의 연쇄붕괴해석에 관한 연구

� -� 연쇄붕괴방지를 위한 통합설계시스템에 관한 연구

� -� 연성능력이 향상된 구조요소의 설계기술에 관한 연구

� -� 여유도를 확보하기 위한 구조 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김민정,�박성수

전이보를 적용한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의 연쇄붕괴 저항성능평가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제14권 4호,�pp.213~220,�2012.12�

윤가영,�박성수

초고층 비정형 평면구조물의 횡변위 거동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제14권 4호,�pp.179~186,�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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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철골구조

지도교수 윤성기

전공분류� 구조공학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건축공학과

전    화� 051-510-2363

홈페이지 http://archieng.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구조 실험동에 위치하여 실험실을 관리 운영하며 철골

구조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건축 구조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

■ 연구분야

-� 반강접 접합부의 회전강성을 고려한 철골 구조물의 동적해석

-�철골골조의 반강접 접합부 회전강성에 따른 구조신뢰성해석

-� SQP기법에 의한 철골 구조의 보-기둥 접합 부재에 대한 최적설계

-� H형강의 잔류응력 측정 및 분포에 관한 연구

-�강판으로 보강된 RC보의 접착 에폭시 응력분포에 관한 연구

-�풍하중을 받는 건물의 동조질량감쇠기를 이용한 진동조절

■ 연구성과

반복이차계획법을 이용한 엔드플레이트 접합의 실제적 최적설계/윤성

기,�이치형,�윤성덕/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구조계 24권 8호 통권 238호

/2008년8월/pp57-64

유리섬유 막재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실험/박강근,�윤성기/한국공간구

조학회 논문집 8권 2호 통권 30호/2008년4월/pp55-62

포탈 프레임의 반강접 접합부 구조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윤성기,�신

영식,�이승은,�이치형/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구조계 24권 4호 통권 234

호/2008년4월/pp59-66� �

내부 긴장된 강재보의 구조적 거동에 관한 연구/박상우,�김재봉,�이치형,�

윤성기,/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구조계 23권 1호 통권 219호/2007년1

월/pp.27-34� �

개구부가 있는 부재의 변위변환행렬을 이용한 비선형 해석/김주원,�윤

성기,/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구조계 22권 12호 통권 218호/2006년12

월/pp.29-36

풍하중을 받는 건물의 동조질량감쇠기를 이용한 진동 조절/이환,김민

수,이치형,김주원,윤성기/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구조계 21권 12호 통권

206호/2005년12월/pp.35-42

비틀림 구속 가새가 설치된 압축재의 좌굴 해석/김주원,윤성기/대한건

축학회 논문집 구조계 21권 10호 통권 204호/2005년10월/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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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도교수 이상호

전공분류� 구조공학 � �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전    화� 051-510-2359

홈페이지 http://archieng.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기본적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합성구조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석과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구체적인 연구내

용으로는 구조물의 설계방법,�지진에 관련된 구조물의 성능평가,�구조물

의 내진/제진/면진 설계 및 보수/보강 방법,�방재시스템의 구축,�구조물

의 내화성능 평가 및 설계방법 등이며,�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건축

구조물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연구분야

1.� 구조 부재의 설계방법 관련 연구

� -�보/기둥/벽체/접합부에 대한 휨/전단 강도평가에 관한 연구

� -�각종 부재의 변형평가 및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

� -�구조물의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2.�내진/제진/면진의 설계방법 관련 연구

� -�국내의 내진성능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에너지 흡수장치의 최적 형상 개발에 관한 연구

� -�최적의 면진장치 개발 및 설계에 관한 연구

� -�진동대 실험/해석을 통한 구조물의 동적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 -� 지진시 발생되는 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

� � 의 개발에 관한 연구

3.�구조물의 성능평가 방법 관련 연구

� -� 기존 RC� 학교 건축물의 성능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기존 조적

� � � 조의 성능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4.�건축구조재료로서의 FRP� 사용 관련 연구

� -� 철근대용으로서의 FRP� 사용에 대한 휨/전단 거동 및 설계에 관

� � � 한 연구

5.�보수/보강 방법 및 설계 관련 연구

� -�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대한 새로운 재료개발에 관한 연구

� -� 개발된 보강방법에 대한 휨/전단 거동에 관한 연구

� -� 개발된 보강방법에 대한 휨/전단 설계방법에 관한 연구

6.�내화 관련 연구

� -� 국내의 구조물에 요구되는 내화성능에 관한 연구

� -� 재료의 내화특성에 관한 연구

� -� 구조물의 내화성능 파악에 관한 연구

� -� 구조물의 내화설계 방법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김경민,�이상호,�오상훈

“비내진상세를 가지는 기존 저층 철근콘크리트 골조의 내진거동평가”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제17권 제3호,� pp.� ,� 2013.� 5�

이유진,�오상훈,�이상호

“기초 고정/면진 구조물의 비선형 지진응답특성에 관한 해석적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2권 제1호,� pp.� 205-212,� 2012.� 12

김경민,�오상훈,�이상호,�이한선

"선형 스프링모델을 이용한 전단벽식 부분구조의 비선형 정적해석",�한

국지진공학회논문집,�제16권 제2호,� pp.� 15-24,� 2012.� 4

이한선,�황성준,�이경보,�강창범,�이상호,�오상훈

"1:5�축소 10층 내력벽식 R.C.� 공동주택의 지진모의실험"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제15권 제6호,� pp.� 67-80,� 2011.� 12

황성준,�이경보,�강창범,�이한선,�이상호,�오상훈

"지진모의실험을 위한 10층 R.C.� 공동주택의 1:5�축소모델 설계 및

시공"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제15권 제6호,� pp.� 55-66,�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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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내진공학 및 진동제어

지도교수 오상훈

전공분류� 내진공학 및 진동제어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전    화� 051-510-1009

홈페이지 http://archieng.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건축구조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 향상에 관련된 연구

를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학문적 성과가 많을 뿐만

아니라 특허등록 및 신기술의 현장적용을 통한 실용화 실적을 많이 축적

하고 있다.�또한 세계적 규모의 지진모사 실험 등을 이용한 실규모의

구조부재 및 구조시스템에 대한 진동실험과 지진해석기술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연구정보교류 및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 � 산ㆍ학ㆍ연 협력시스템과 국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활발한 교류시

스템 구축 등에 의해 연구개발에 대한 열정을 무한정 펼쳐나갈 수 있는

지원과 건축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인재교육을 공동목표로 하고 있다.�

■ 연구분야

1.� 건축구조 내진설계 프로세스 개발

� -�설계용 스펙트럼 개발

� -�진동실험/해석에 의한 구조물의 지진응답 특성 분석

� -� 에너지법을 이용한 내진구조,� 제진구조,� 면진구조 설계프로세스

� � � 개발

� -� 건축구조물의 성능설계법 개발

2.�초고층 내진성능 향상형 건축구조 시스템 개발

� -�신개념의 초고층 구조시스템 개발 및 설계 프로세스 개발

� -�손상제어 구조시스템 개발

� -�지진에너지 흡수용 댐퍼 형상 개발 및 설계 최적화

� -�유강혼합구조를 이용한 내진성능 향상형 복합구조 시스템 개발

3.�친환경 지속가능 신구조시스템 개발

� -�환경부하 저감 및 친환경 건축구조 시스템 개발

� -� 부재 재사용을 고려한 해체가능형 접합부,� 슬래브,� 기초시스템

� � 개발

� -� 부재 재사용을 고려한 합성구조시스템 개발

� -�고기능,�고성능 건축재료를 이용한 신구조시스템 개발

4.�성능 및 경제성 고려한 실용화 건축구법 개발

� -� 층고절감형 합성철골보 형상개발 및 설계매뉴얼 개발

� -�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철골바닥시스템의 신공법 개발

� -� 제진구조용 강재 이력댐퍼 개발 및 댐퍼용 고인성 강재 개발

� -� 초고층 주거용 건축물의 바닥시스템 개발

� -� 초고층 주거용 건축물의 연성증가형 커플링보 개발

� -� 면진,�제진구조를 혼합한 복합형 초고층 구조시스템 개발

� -� 제진구조를 이용한 기존 공동주택의 수직,� 수평 확장형 리모델

� � � 링 구조시스템 개발

5.�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내진보강법 개발

� -� 진동실험/해석에 의한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 -�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프로세스 개발

� -� 제진,�면진구조를 이용한 내진보강 시스템 개발

� -� 기존 건축물의 수명연장 기술개발 및 잔존수명 평가기법 개발

■ 연구성과

Sang-Hoon� Oh,� Young-Ju� Kim,� Hong-Sik� Ryu

"Seismic� performance� of� steel� structures� with� slit� dampers"

Engineering� Structures� Vol31(2009),� pp.1997~2008,� 2009.10

Young-Ju� Kim,� Sang-Hoon� Oh,� Myung-Ho� Yoon,� Young-Hak�

Lee,� Heecheul� Kim,� and� Eunhyuk� Byo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Deck� Plate� System� with�

Non-Welding�Truss�Type�Deformed�Steel�Wires(TOX�Deck�Plate�

Slab)“

International�Journal�of�Steel�Structures�December�2009,�Vol�9,�

No� 4,� pp.314~327,�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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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재료 및 시공학

지도교수 김영수

전공분류� 건축재료 및 시공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건축공학과 재료 및 시공학 연구실

전    화� 051-510-2443

홈페이지 http://pnumaterial.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새로운 건축시공 이론의 도입과 응용에 대해 활발히 연구

를 진행하고 있으며,�내구성능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고성능 콘크리

트의 미세구조,�재생 및 폐자재의 건설재료로서의 활용 등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식을 축적하고 있다.

� � 건설현장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를

중심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각종 콘크리트의 물성 개선 및 역학적

성능향상 방안,�콘크리트의 효율적인 품질관리 그리고 각종 신재료,�친

환경적 콘크리트의 개발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또한 건축시공과 관련된 건축 재료의 합리적인 사용방법과

선택방법에 관한 연구를 테마로 하여 원가절감,�공기단축,�친환경 건설

기술의 개발,�건축 성능과 관련된 건축설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

■ 연구분야

1.� 고성능,�고내구성 콘크리트의 개발

� -� 고성능(High� Performance),� 슈퍼 콘크리트의 개발:� 200MPa급

� � � 이상

2.�콘크리트 내구성 향상 기술의 개발

� -�철근부식(Corrosion)방지기술 개발

� -�알칼리-골재반응(ASR),� 황산염침식(Sulfate� attack)등 화학적

열화에 대한 내구성 향상기술의 개발

� -�콘크리트의 염해 방지기술 개발

3.�신재료,�친환경적 콘크리트 개발

� -� 소성왕겨,�동제련 슬래그,� High� Volme� Fly� Ash�등 고성능 혼화

� � � 재개발

� -� 폐타일,� 폐유리,� 점토벽돌 등 폐자원을 활용한 고성능 콘크리트

� � � 개발

4.�새로운 시공기술 개발

� -� 초고층 펌프압송 공법의 개발

� -� 원가절감을 위한 새로운 거푸집 공법의 개발

5.�콘크리트 품질관리에 대한 연구

� -� 매트기초의 수화열 해석 및 균열방지 방안

� -� 콘크리트 배합설계안에 대한 연구

� -� 고성능 콘크리트 설계지침 및 시공지침 매뉴얼 개발

■ 연구성과

소형 어선용 자동항행장치를 위한 전자자기 컴퍼스의 국산화 개발

선박안전,� 1999-12,� Vol.� 0,� No.� 3,� pp.� 0~0

선형 행렬부등식을 이용한 자기부상계의 강인성 제어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1999-11,� Vol.� 3,� No.� 4,� pp.� 0~0

■ 프로젝트

[좌천범일동 LH공사 1블록 아파트 신축공사 1공구 현장의 콘크리트

내염해성 분석]� (주)렉스콘,� 2013.04~2013.05

[부산산업 외 4개사 롯데건설 서대신동 현장의 21,�24MPa의 최적 배합

설계에 관한 용역]� 롯데건설(주),� 2012.08~2012.10

[부산 롯데타운 중 콘크리트 내 염해성 검토 용역]� 롯데건설(주),�

2011.11~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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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설관리 및 코스트

지도교수 허영기

전공분류� 건설관리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전    화� 051-510-3525

홈페이지 http://archieng.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건설사업 관리의 선진화를 목표로 역동적인 선진 건설사

업 관리를 위한 기법 및 국가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열정어린 전문인을

양성하는 연구실이다.�건설사업의 Life�Cycle에서 고효율적인 생산성과

최적의 사업비용 산출을 위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세미나,�

동아리 활동 또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연구분야

1.� 시공단계의 공정,�원가,�품질관리

-�건설 프로젝트의 총괄적 관리

-�사업타당성 분석

-�기획,�설계,� 조달(계약),� 시공,�유지관리

2.�현재 진행중인 과제

■�과제명 :�초고층건축물 시설방재시스템의 건설생산성 및 품질관리를

위한 D/B와 표준공정모형 개발

-�연구기간 :� 2014.� 11.� 01~2017.� 04.� 31�

-� 연구목표 :

� 1)�초고층건축물 현장의 시설방재 시스템 공종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

진기법을 적용하여 작업조 생산성 측정 및 영향요소별 분석을 통해

생산성 및 품질관리 표준매뉴얼 개발

■�과제명 :�특수플랜트사업의 건설 생산성 및 진도관리를 위한 D/B� �

시스템과 표준공정모형 및 생산성향상프로그램 개발

-�연구기간 :� 2011.� 9.� 01~2014.� 08.� 31�

-� 연구목표 :

� 1)�원자력발전소 사업 중 특수플랜트사업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및 노

무자가 포함되는 작업조의 생산성을 측정하여 영향요소별

� � � � 생산성분석

� 2)�수요자편의를 고려한 건설생산성 D/B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성을

모형화를 통해 공정 및 일정 성과를 관리 예측하는 표준화 방법론

구축

■�과제명 :� 건설기계가격 산정기준 등 표준품셈 제·개정

-�연구기간 :� 2014.� 7.� 04~2014.� 12.� 31�

-� 연구목표 :

� 1)�현행 표준품셈의 기계경비 산정시스템과 기계가격변화의 고찰을

통해 시가표준액표 연구결과들과 전문가 자문으로 규격 및 가격결

정방법을 기술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대표적 장비에

적용하여 건설기계가격의 변화가 정부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연구성과

허영기,�임진호,�김경욱,�안영철,�오재훈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종 생산성 및 영향요인분석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2014,� 14.4� 314-321.

허영기,�임진호,�김경욱,�오재훈

중소규모 민간건축사업의 VE적용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4.30.6� 99-104.

Huh,� Young-Ki,� Kweon� Tae-il,� Kim,� Dae-young� and

kim,� Dae-young� Cindy� L.� Menches.

Comparative� Simulation� Analysis� of� Pavement� Technology� for�

a�Decision�Support� System� in� the�U.S.� Road�Renewal� Industry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18.4� (2014):920-926

허영기,�김경욱,�김대영,�안혜련

국내 CM�사업의추이 및 대가 산정 현황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구조계,�제29권,�제7호,�pp.133~140,�2013.�

7

허영기,�김경욱,�김경원

철골 공장제작의 노무생산성 및 간접비율 도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구조계,� 2013,� 29.6:� 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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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친환경 설비계획

지도교수 이경희

전공분류� 건축설비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전    화� 051-510-7630

홈페이지 http://archieng.pusan/

■ 연구실소개

� � 건축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주위의 기후조건에 순응하는 건축

양식으로 발전하였고,�건축 환경 조절은 기후의 특성에 적합한 건축물의

배치,�형태,�공간구성,�구조체 등을 통해 자연적 에너지를 경감하려는

자연형 조절방법과 시스템의 개발로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

기 위한 설비형 조절방법으로 쾌적한 환경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 � 본 연구실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건축 환경 조절방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 연구분야

1.� 열환경의 시뮬레이션 연구

� -�건축물의 유형별 에너지 절약 및 소비량 예측

� -�구조체의 열류 해석

� -�건축물 구조체의 결로 및 단열

2.�빛환경의 시뮬레이션 연구

� -�건축물의 개구부 형태에 따른 자연채광 평가

� -�일조환경 평가

3.�음환경의 시뮬레이션 연구

� -�소음환경 평가

4.�신재생에너지 연구

� -�태양에너지,� 지열

5.�쾌적한 실내공기환경을 위한 환기설비 연구

6.�건축설비시스템 계획 및 기술

■ 연구성과

Lee,� Jun-Gi,� Byung-Hyun� Lee,� and� Kyung-Hee� Lee.�

"A� Study� on� the� Optimum� Orientation� and� Slope� Angle� of�

Outside�Walls."�

한국생활환경학회지 20.6� (2013):� 815-822.

전태규,� et� al.�

"표면처리를 이용한 단일진공관과 기존 이중진공관 태양열집열기의 성

능비교 연구."�

한국기계가공학회지 12.5� (2013):� 149-156.

윤성민,�이경희,�안영철.�

"공동주택의 판상형과 타워형 에너지 성능 비교 분석."�

한국동력기계공학회지 17.3� (2013):� 57-64.

박성출,�안영철,�이경희.�

"설문조사를 통한 공공기관 건축물의 커미셔닝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

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7.2� (2013):� 86-91.

박성출,�안영철,�이경희.�

"공공기관 건축물의 커미셔닝 활성화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7.2� (2013):� 79-85.

박민용,�오세대,�이경희

"건물 수직샤프트를 이용한 태양광 조명시스템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7.1� (2013):� 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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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환경에너지

지도교수 안영철

전공분류� 건축설비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전    화� 051-510-2492

홈페이지 http://hvac.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건축설비에 관한 종합적인 이론과,�갈수록 고층화,�다양

화,�대형화,�자동화,�현대화되는 건축물의 환경 및 설비기능에 부응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연구실이다.�

� � 또 고도의 경제 성장과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한 건축 환경,�에너지

문제 등이 대두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건물의 에너지이용에

대한 합리적 계획,�시공,�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에 교육

의 목표를 두고 있다.�

■ 연구분야

-� 공조용 필터 효율 및 수명 예측 프로그램 개발

-�가정용 정수기용 수처리 멤브레인 필터 개발

-�전열교환기 성능평가 및 특성분석

-�태양열 집열기 제작 및 성능평가

-�실내 온열 쾌적감 분석

-�건물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

-�건물 환기 및 유동관련 시뮬레이션 해석

■ 연구성과

박성출,�안영철,�이경희

"공공기관 건축물의 TAB� 활성화 대책에 대한 연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Vol.6,� No.2,� pp.86-92.70,�

2012.06

박성출,�안영철,�이경희

"공공기관 건축물의 TAB�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연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Vol.6,�No.2,�pp.80-85.70,�2012.6

정성학,�김종원,�김상희,�전병헌,�이승갑,�이재근,�안영철

"양전하가 부가된 수처리 필터의 입자제거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설비공학논문집,� Vol.24,� No.5,� pp.454-460.70,�

2012.5

임태건,�전병헌,�김종원,�정성학,�이승갑,�안영철

"스페이서의 재질변화에 따른 전열교환기 성능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설비공학논문집,� Vol.24,� No.3,� pp.224-229.70,�

2012.3

김치완,�임태건,�안영철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굴뚝효과와 외풍영향에 인한 실내 환기 기류해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사)대한설비공학회 설비공학논문집,� Vol.23,� No.12,� pp.828~835.70,�

2011.12

김치완,�임태건,�안영철

"초고층 주거건물에서 굴뚝효과와 외풍영향에 인한 실내 환기 기류해석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사)대한설비공학회 설비공학논문집,� Vol.23,� No.12,� pp.828~835.70,�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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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역계획 및 GIS

지도교수 이성호

전공분류� 건설공학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부산대학교

전    화� 051-510-2447

홈페이지 http://urban.pusan/

■ 연구실소개

� � CAD(Computer� Aided� Design)를 통한 도시설계의 전산화,�

ArcGIS를 이용한 GIS(Geographic� Information�System)의 데이터베

이스구축을 통하여 각종 지역계획 및 지역분석 개발수요의 추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부산 및 경남의 중심지 접근도 체계 및 개발수요 추정에 관한 연구�

-�부산권지역의 GIS구축에 관한 연구

-�부산권 택지개발의 잠재력 분석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권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김호용,�김지숙,�이성호.�

"도심경계설정을 위한 공간통계학적 접근."�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5.4� (2012):� 42-54.

심재헌,�김자은,�이성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광역도시권 차원의 자연재해 저감방안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11,� 제13권 11호,� p.5534-5541

Shim,� Jae� Heon,� Kwang-Woo� Nam,� and� Sung-Ho� Lee.�

"A� case� study� on� the� effect� of� land-use� characteristics� on�

damages� caused� by� natural� hazards� in� South� Korea."�

Computer� Applications� for� Software� Engineering,� Disaster�

Recovery,� and�Business�Continuity.� Springer�Berlin�Heidelberg,�

2012.� 287-292.

권지숙,�심재헌,�이성호.�

"입지유형을 고려한 산업용지의 가격형성요인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3.1� (2011):� 165-183.

김지숙,�김호용,�이성호.�

"정규논문:�공간정보 구축 및 응용;�지형요인에 의한 일조권 침해의 영향

분석."�

한국공간정보학회지 19.1� (2011):� 21-28.

심재헌,�이성호.�

"대형할인점의 입지선정을 위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28.5D� (2008):� 705-712.

김호용,�이성호.�

"지방자치단체의 공간 Data� 활용 확대를 위한 Social� Network�

Analysis� 의 적용 방안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1.3� (2008):� 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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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교통공학 및 교통계획

지도교수 정헌영

전공분류� 교통공학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부산대학교

전    화� 051-510-2437

홈페이지 http://urban.pusan/

■ 연구실소개

� � 교통문제의 분석과 교통현상의 해명,�각종 교통처리의 계획,�교통시

스템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 등이 주된 연구대상이다.

� � 그 외 교통사고의 분석과 대책,�주택지 주차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대중교통 시스템 서비스의 개선 등에 관한 연구도 수행중이다.

■ 연구분야

-� 시내버스 이용자의 서비스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음주운전 전력 집단별 심리적 메커니즘 차이 분석을 통한 음주운

� � 전 상습화 예방대책 연구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이용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이용자 중심의 경전철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도시교통수요모델에 관한 연구

-�대중교통계획 및 대중교통요금체계 분석

-�도시철도 최적노선 선정

■ 연구성과

장석용,�정헌영,�백상근.�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이용자 중심의 경전철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3.1� (2013):� 261-272.

정헌영,�이상용.�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이용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3.1� (2013):� 241-249.

장석용,� et� al.�

"음주운전 전력 집단별 심리적 메커니즘 차이 분석을 통한 음주운전

상습화 예방대책 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30.4� (2012):�

107-118.

장석용,� et� al.�

"운전 중 스마트폰 이용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교통연구 19.2� (2012):� 75-91.

김광욱,�정헌영.�

"시내버스 이용자의 서비스만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32.3D� (2012):� 213-222.

장석용,� et� al.�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행동특성별 대책 연구."�교통연구 20.2�(2013):�

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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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시경제학 및 계획이론

지도교수 장욱

전공분류� 건축학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부산대학교

전    화� 051-510-2448

홈페이지 http://urban.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경제학적으로 도시문제와 환경문제로 접근하고 정책대

안을 제시하며 또한 사회이론과 계획이론의 관점에서 이론적 뒷받침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연구 수행 중에 있다.�

■ 연구분야

-� 계획의 정당성과 시장실패에 관한 연구

-�계획내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망각증세 Ⅰ:�교통체증의 제고

-� 계획내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망각증세 Ⅱ:� 교통체증관련 정책수

� � 단의 제고

■ 연구성과

張旭.�
"計劃 內의 偏見과 誤解 그리고 忘却症勢 Ⅱ."�
국토계획 34.3� (1999):� 7-19.

張旭.�
"計劃 內의 偏見과 誤解 그리고 忘却症勢 Ⅰ."�
국토계획 34.2� (1999):� 19-28.

장욱,� 송미령.�

"계획의 정당성과 시장실패."

국토계획 32.4� (1997):� 7-20.

장욱

"Frnakfurters� vs� French�Fries:� Relevance�of�Critical� Theory� and�

Poststructuralism� to� Planning� Theory"

국토계획,�제31권 (제6호),� pp.249~274,�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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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주택 및 부동산

지도교수 최열

전공분류� 건축학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부산대학교

전    화� 051-510-2357

홈페이지 http://urban.pusan/

■ 연구실소개

� � 주거환경 및 주택정책,�도시계획모형과 이론 등이 주된 연구과제.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론

적이고 실질적인 기반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둔다.�계량분석과 경제성

분석,�계획모형 등에 기초하여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발전방향을 제시

한다.

■ 연구분야

-� 장소애착 인지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중양분선택형 및 개방형 CVM을 이용한 주거지 침수의 위험 인식

평가

-�순서형 프로빗을 이용한 주택규모 선택 및 만족에 관한 연구

-�위계선형모델을 이용한 교육환경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준공년수가 공동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 연구성과

최열,� 이재송.�

"공간회귀모형을 이용한 산업 및 용도지역 특성과 환경오염과의 상관관

계 분석."�

국토계획 49.1� (2014):� 247-261.

구만수,�서정렬,�최열.�

"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관한 분석."�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55� (2013).

최열,� 서만훈.�

"도시특성 요소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8.5� (2013):� 309-318.

Choi,� Yeol,� Hyeong� Jun� Kim,� and� Sun�Mi� Chun.�

"Stepwise�Logistic�Regression�을 이용한 부산지역 영구임대주택의주

거환경 수준 평가 분석."�

전제하지 않고 임대만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이다.�전용 23�(20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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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시설계

지도교수 김종구

전공분류� 건축계획 및 설계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부산대학교

전    화� 051-510-3520

홈페이지 http://urban.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설계,�단지계획,�경관계획 등에 관

한 이론 및 실습에 관한 주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하고 인간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연구하며,�

도시가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 연구·분석한다.�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 연구분야

-�하천생태공원 이용자의 이용행태에 따른 시설 이용패턴에 관한 연구

-�4대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제도가 하천 유역의 공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융합형 도시재생 연구

-�시 ·�지각지표를 활용한 유형별 잉여경관에 따른 가로경관의 연속성에

관한 연구 .� �

-� 북구 재창조 발전전략 수립 기본계획 .� �

-�신시가지 보행공간의 경관이미지를 결정짓는 심리적 요인과 물리-�적

구성요소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

-� 건축 외피에 의한 인터페이스 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

■ 연구성과

박송미,�김종구.�

"시ㆍ지각지표를 활용한 유형별 잉여경관에 따른 가로경관의 연속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7.1� (2012):� 101-112.

김종구.�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실태분석 및 시설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30.6D� (2010):� 685-695.

김종구.�

"공유수면 매립지 내 가로경관 개선 방안 및 평가에 관한 연구."�대한교

통학회지 28.2� (2010):� 99.

김종구.�

"도로경관의 구성요소 제어를 통한 광역도로 경관형성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30.1D� (2010):� 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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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토지이용 및 환경계획

지도교수 정주철

전공분류� 건축계획 및 설계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부산대학교

전    화� 051-510-3521

홈페이지 http://jcjung.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한 방안 연구,�저탄소

녹색도시 모델개발 및 기본구상,�자연재난 영향에 따른 효과적인 토지이

용계획수립,�비점오염원 최적관리방안을 통한 저영향 도시개발 기법 연

구 및 사전환경성검토,�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방안 연구에 힘쓰고 있다.�

■ 연구분야

-� 토지이용계획

-�성장관리

-�스마트성장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계획

-�재해관리

-� resilience

-�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 연구성과

강상준,�정주철,�이달별

한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제도운영 개선방안 연구,「한국방재학회논

문집」14� (5):� 395-406,� 2014�

하경준 ,� � 정주철 ,� � 이달별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유형별 효율 비교연구,「�

환경정책 」22(2):� 183-201,� 2014

임용균,�정주철,�신현석,�하경준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을 통한 비점오염원 저감 및 비용효율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환경복원녹화」17(2):1-14,� 2014

Juchul� Jung,� Dalbyul� Lee

The�Growth�of�Low� Income�Population� in� Floodplains:�Austin,�

TX�Case� Study,「KSCE� Journal� of�Civil� Engineering」18(3),� 2014

■ 프로젝트

[부산항 미항 만들기 시행계획 수립 용역]�해양수산부,� 2014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지역별 방재역량 강화연구개발]�소방방

재청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사업,� 2013

[집중강우 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지역별 LID요소 중심의 환경

설계 적용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일반연구자 지원사업,�

2013

[지역사회의 사회적 취약성이 자연재해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적 검증 및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방재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한국연

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2013

[친환경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개발계획 수립]�부산시 서구,�환경부,�

2013

[국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개발,�소방방재청 자연재해저감기술개

발사업,� 2013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 LID�및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 구출 기술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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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형정보

지도교수 강인준

전공분류� 교통공학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

전    화� 051-510-2353�

홈페이지 http://www.civil.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수치지도를 이용한 도로설계를 연구한다.

� � 항공사진 데이터를 이용한 지형정보 구축과 인공위성 자료를 가지고

지표면의 토지 상태를 파악하는 원격탐사에 관한 연구와 각종 지형공간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도형,�영상,�속성 및 위치정보의 종합적

이고 체계적 관리에 대한 LIS,�GIS,�UGIS,�FM,�AM에 대하여 연구한다.�

그리고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3차원 지도제작 기법에 관하여 연구

한다.

� � 지구 및 우주공간에 존재하는 상호위치관계와 특성을 해석하는 학문

으로 최근 기술발달로 인하여 GPS,� GIS,� 원격탐사 측량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측량에서 토지,�자원,�해양 분야까지 그 활용범위가 증대되고

있으며,�부산대학교 측량 및 지형정보연구실에서는 인터넷 GIS,�원격탐

사,�GPS,�가상현실기법 등을 이용하여 3차원 지형분석 모듈개발,�지형

정보를 이용한 홍수예측시스템을 주류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 연구분야

-� 하천 및 수자원 공학

-�자연재해 해석 및 방재

-�저영향개발과 그린인프라

-�유역 및 하천 수환경 관리

-�도시물순환 및 비점오염 관리

-�수문 및 수자원 정보 관리

■ 연구성과

박재범,� et� al.�

"낙동강 중소하천 홍수예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계강우량 산정과

적용."�

Journal� of� KOSHAM� 13.2� (2013):� 311-317.

Park,� Jae� Beom,� Doo� Ki� Kang,� and� Hyun� Suk� Shin.�

"운동파이론기반지형기후학적순간단위도를이용한도시유역유출분석."�

Journal� of� KOSHAM� 13.2� (2013):� 319-326.

김미은,�손태석,�신현석.�

"한강유역에 대한 비시나리오 기반의 중단기 수문 전망."

김미은,� et� al.�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비시나리오 기반의 중단기 유출 전

망에 관한 연구."

Kim,�Mi� Eun,� et� al.�

"Forecasting� performance� of� algae� blooms� based� on�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automatic� observation� system."�

Desalination� and�Water� Treatment� 38.1-3� (2012):� 184-192.

Shon,� Tae� Seok,� et� al.�

"Estimation� of� NPS� pollutant� properties� based� on� SWMM�

modeling� according� to� land� use� change� in� urban� area."�

Desalination� and�Water� Treatment� 38.1-3� (2012):� 26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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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수리실험

지도교수 박상길

전공분류� 수공학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토목공학전공

전    화� 051-510-2427

홈페이지 http://www.civil.pusan/

■ 연구실소개 

� � 유체역학(fluid�mechanics),동수역학(Hydrodynamics� and�water�

waves),해안공학(Coastal�Engineering)을 기초로 하여,�수치와 실험

을 통해 하천과 바다에서 발생되는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공법개발,�하천

수변과 해안의 친수 공간 조성계획,�신항만 조성계획,�항만의 재개발,�

부유식 구조물 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다.

■ 연구분야

-�낙동강 하구둑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특성과 친수환경의 개선대책에

관한 연구.

-�해안매립으로 손실되는 습지의 대체공간 조성을 위한 수치 및 수리실험.

-�대규모 공간조성을 위한 재해영향평가의 수리특성에 관한 연구.�

-� Caisson�전면과 내부에 작용하는 파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수리실험에 의한 잔교상판에 작용하는 반사율과 양압력에 관한 연구.

-�태풍에 내습에 의한 기존호안의 월파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해안의 사빈세굴 방지를 위한 구조물설치에 관한 연구.

-�하구에 생성된 소규모 모래톰의 수질정화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Park,� S.� K.,� et� al.�

"Case�study:� retrofitting�large�bridge�piers�on�the�Nakdong�River,�

South� Korea."�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134.11� (2008):� 1639-1650.

Ji,� Un.�

“Numerical�model� for� sediment� flushing�at� the�Nakdong�River�

Estuary� Barrage.”� Vol.� 67.� No.� 12.� 2006.

Park,� Sang-Kil,� et� al.�

"Retrofitting� Design� and� Physical� Modeling� for� Pier-Scour�

Protection."�

World� Environmental� and� Water� Resources� Congress� 2007@�

sRestoring� Our� Natural� Habitat.� ASCE,� 2007.

Lee,� Sang-Jin,� et� al.�

"An�Analysis�of�PMF�and�Critical�Duration�for�Design�of�Hydraulic�

Structure."�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37.9� (2004):�

70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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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콘크리트구조

지도교수 정진환

전공분류� 구조실험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구조실험동

전    화� 051-510-2354

홈페이지 http://www.civil.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철근콘크리트의 보수 ·�보강을 위한 반복 및 피로실험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수행한다.�또한 철근콘크리트의 동결융

해실험을 통하여 반복적인 온도 하중하에서의 콘크리트 특성을 규명하

고 있다.�

� � 현재는 보강재를 붙인 보에서의 전단거동에 관한 실험을 준비 중이며,�

휨,� 피로,�반복 등 여러 가지 실험을 수행중이다.

■ 연구분야

-�철근콘크리트 재료의 휨,�피로,�반복,�전단,�보강재의 부착,�동결융해�

■ 연구성과

Park,� J-J.,� and� J-H.� Cheung.�

"Durability�Assessment�of�Concrete�Bridge�Slab�Rehabilitated�by�

Joint-Elimination�Method."�

ACI� Special� Publication� 193� (2000).

정진환,�김성도,�조백순,�이우철

“탄소섬유시트로 보강된 RC�보의 공칭휨모멘트 :Ⅰ.�실험적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제23권 제5� A호,� 2003.9,� 921-929

정진환,�김성도,�조백순,�이우철

“탄소섬유시트로 보강된 RC�보의 공칭휨모멘트 :� Ⅱ.�해석적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23권 제5� A호,� 2003.9,� 931-938

국승규,�정진환,�최광규.�

"일반 강상자형 도로교의 거동계수와 내진설계."�

대한토목학회논문집,�제23권 제5� A호,� 2003,� 995-1001.

정진,�박용명,�계만수.

"케이블 처짐 형상 결정을 위한 반복 계산법의 개발."

Park,� Jong-Jin,� J.� W.� Cheung,� and� Su-Bong� Shin.� “

Experimental�study�on�strengthening�transverse� joints�between�

precast� concrete� slabs."�

KCI� Concrete� Journal� 12.2� (2000):� 45-54.

김성도,�김충호,�정진환,�김성수

“탄소섬유시트로 보강된 RC보의해석 및 설계 프로그램 개발”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2004.10,� 3744-3749

김광진,�박정용,�정진환,�김성도

“탄소섬유시트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피로거동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2004.10,� 3213-3218

정진환,�김남식

“다지점 가진 대용량 지진모사 실험시설”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2005.10,� 3228-3235

조백순,�정진환,�김성도

“FRP�시스템 보강 철근콘크리트 구조부재의 휨성능”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2005.10,� 604-607

김용연,�김성도,�조백순,�정진환

“섬유시트로 보강된 RC�보의 비선형 휨해석“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2006.10,� 2436-2439�

전상혁,�정진환,�허정옥,�김인태

“지하철 공사현장 환경하의 가시설 강재의 부식속도측정”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CIVIL� EXPO� 2008,� 2008.10,�

3313-3316

정진환,�김남식,�김인태,�최형석,�박찬영

“KOCED�지진실험센터”

대한토목학회지 제57권 제8호,� 2009.8,� 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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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반공학

지도교수 임종철

전공분류� 지반공학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토목공학과

전    화� 051-510-2442� �

홈페이지 http://www.civil.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철근콘크리트의 보수 ·�보강을 위한 반복 및 피로실험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실험을 수행한다.

■ 연구분야

-� 실드터널 시공시의 지표 구조물의 침하역제 대책에 관한 연구

-� 지반의 진행성파괴와 기초의 크기 효과를 고려한 지지력 특성에

� � 관한 실험적 연구

-�네일링에 의한 기초의 지지력 증대에 관한 연구

-� 지반과 앵커체의 탄성계수비에 따른 앵커체 표면에서의 응력전이

� � 에 관한 수치해석

-�평판재하시험과 실내시험에 의한 지반의 강도정수 비교에 관한 연구

-�지반공학 학습용 모형실습기의 개발

-�연약지반상 보강성토 설계용 안정관리 프로그램개발

■ 연구성과

임종철,�이재열,�주인곤,�이민희,�강낙안

"매트로 보강된 모래지반의 지지력에 관한 연구."�대한토목학회논문집

19.2-2� (1999):� 349-359.

임종철,�홍석우,�이태형,�이외득

"압축형 앵커 (SSC�앵커)�의 인발저항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18.2-6� (1998):� 883-898.

임종철,�고호성,�박이근,�오명렬,�유숙희

"토사터널 굴착시의 터널 깊이비에 따른 지반거동과 네일링의 변형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C� 20.1C� (2000):� 1-12.

임종철,�유문오,�박이근,�고호성,�오명렬

"터널 굴착시의 인접구조물 침하 억제용 마이크로파일의 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C� 20.6C� (2000):� 565-577.

안병기,�임창빈,�최철웅,�임종철

“수영강 하저터널 교량기초 통과구간의 설계와 시공”

대한토목학회지 제56권 제5호,� 2008.5,� 37-46�

정주영,�임종철,�권정근,�이형준

“연약지반 굴착 시 굴착저면의 안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09�성과 및 봄학술 발표회,�2009.4,�412-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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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하천 및 수자원

지도교수 신현석

전공분류� 하천 및 수자원 공학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토목공학과

전    화� 051-510-2348

홈페이지 http://pnuhydro.pusan/

■ 연구실소개

� � 하천 및 수자원 연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홍수나

가뭄으로 인한 피해 저감 그리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극한 기술

이나 저영향 개발기법 등의 미래형 친환경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자 한다.

■ 연구분야

-� 하천 및 수자원 공학

-�자연재해 해석 및 방재

-�저영향개발과 그린인프라

-�유역 및 하천 수환경 관리

-�도시물순환 및 비점오염 관리

-�수문 및 수자원 정보 관리

■ 연구성과

Shon,� Tae� Seok,� et� al.�

"Developing� delivery� ratio� duration� curve� (DRDC)� based� on�

SWAT�modeling� in� Nakdong� river� basin."�

Desalination� and�Water� Treatment� 38.1-3� (2012):� 306-315.

Shon,� Tae� Seok,� et� al.�

"Estimation� of� NPS� pollutant� properties� based� on� SWMM�

modeling� according� to� land� use� change� in� urban� area."�

Desalination� and�Water� Treatment� 38.1-3� (2012):� 267-275.

Kim,�Mi� Eun,� et� al.�

"Forecasting� performance� of� algae� blooms� based� on� artificial�

neural� networks� and� automatic� observation� system."�

Desalination� and�Water� Treatment� 38.1-3� (2012):� 184-192.

Jeong,� K.� S.,� et� al.�

"Flow� Regulation� for�Water� Quality(chlorophyll� a)�

Improv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4.4� (2010):�

713-724.

■ 프로젝트

[고랭지 농업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의 무동력처리장치]�특허

제10-07912611호,�낙동수환경 방재기술원,� 2006~2007

[메디아를 이용한 비점오염물질의 생물학적 처리장치]�특허 제0701599

호,�부산대학교,�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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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강구조 및 응용

지도교수 박용명

전공분류� 강구조 및 응용역학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토목공학전공

전    화� 051-510-2350�

홈페이지 http://www.civil.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토목구조물을 대상으로 구조해석 이론과 유한요소법에

의한 정·동적 선형 및 비선형해석을 수행함으로써,�구조물의 거동 분석

과 개선책을 제시한다.

■ 연구분야

-� 일반강도 및 고강도 강을 적용한 플레이트 거더교 해석

-�강합성교 복부판의 좌굴강도 평가 및 피로 파손에 관한 연구

-�케이블 교량의 초기형상 결정

-�강관기둥-보 접합부 응력분포 특성 및 응력식 개발

-�강합성 플레이트거더교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

-�케이블지지교량의 해석 설계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강구조물의 좌굴강도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강구조물의 극한내하력 평가에 대한 연구

-�고성능강의 구조물 응용 기술

■ 연구성과

박용명,�조움돋이,�황민오,�윤태양

“강합성 2-거더교의 적정 제원 및 붕괴 여유도”

대한토목학회지 제54권 제11호,� 2006.11,� 39-44�

조움돋이,�박용명

“허용응력법으로 설계된 플레이트 거더교의 여유도 평가 기법”

제34회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CIVIL� EXPO� 2008,� 2008.10,�

1259-1262�

조현준,�박용명,�강충현,�박재봉

“목표형상을 위한 강합성 사장교의 시공단계 케이블 장력 결정”

제34회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CIVIL� EXPO� 2008,� 2008.10,�

1432-1435

박용명,�조움돋이,�황민오,�윤태양

“연속 2-거더교의 여유도 평가 실험 :�수평브레이싱의 효과”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28권 제4� A호,� 2008.7,� 417-429�

박충곤,�박용명,�이완훈

“구스아스팔트에 의한 강바닥판 교량의 열영향 평가를 위한 모델링 방법

연구”

제33회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CIVIL� EXPO� 2007,� 2007.10,�

3846-3849�

윤재순,�박용명,�조현준,�조움돋이,�박충곤

“폐합단계를 고려한 사장교의 시공단계 해석”

2006년도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2006.10,� 867-870�

박용명,�조움돋이

“강합성 플레이트 2-거더교의 여유도 평가”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26권 제4� A호,� 2006.7,� 611-620�

박용명,�박재봉,�황민오

“강재교각 상자형보-원형기둥 접합부의 피로강도 실험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25권 제6� A호,� 2005.11,� 99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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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설시스템 통합

지도교수 문성우

전공분류� 건설관리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토목공학전공

전    화� 051-510-2344

홈페이지 http://www.csil.civil.pusan/

■ 연구실소개

� � 건설시스템통합연구실(CSIL,� Construction� System� Integration�

Laboratory)은 건설정보 활용성 향상으로 건설 프로세스를 개선시키기

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됐다.�

� � 본 연구실은 건설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계약주체를 시스템을 구성하

는 유형·무형의 객체로 설정하고,�라이프싸이클 관점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은 시스템 자원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한 시도이며,�결과적으로 비용,�시간,�생산성,�리스크,�품질,�안전 등

건설관리의 전반적인 가치향상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분야

1.� 건설 유비쿼터스 프로세스 수립과 활용 연구

� -�유비쿼터스 환경 하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프로세스와 정보처리

2.�공사비용과 회계 연계를 통한 공사 손익 통합관리 방안 연구

� -�비용수익 계정 중심의 건설 프로젝트 손익관리

3.�실적 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 -�내역 항목별 리스크를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배분과 활용

4.� XML�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성과물 관리 체계 연구

� -� XML�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성과물 관리를 통한 건설정보 활용도

� � � 향상

■ 연구성과

문성우,�권기남.�

"삼각분포를 활용한 공정 별 공사기간 보정."�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07):� 3282-3285.

문성우,�김종수,�권기남.�

"내역항목간 상관관계를 고려한 건설 공사비 보정."�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27.1D� (2007):� 109-115.

문성우,�홍승문.�

"RFID� 를 응용한 콘크리트 타설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용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8.3� (2007):� 142-149.

문성우,�양병수.�

"XML�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성과물 관리 프로세스의 효과."�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26.3D� (2006):� 481-489.

문성우,�권기남.�

"내역 항목별 상관관계를 고려한 공사비 리스크."�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2005):� 4044-4047.

문성우.�

"통합분류체계의 실증적 적용을 통한 발주자ㆍ계약자 간 일괄된 건설정

보 관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25.1D� (2005):� 109-115.

■ 프로젝트

[북항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 VE]

[다대포해수욕장 정비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설계VE]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실시설계 설계 VE]

[월드컵빌리지 및 에코파크(나비공원)�기본설계 설계 VE]

[광교신도시 u-City�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설계 VE]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선)�1~6공구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 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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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반공학 및 동역학

지도교수 김진만

전공분류� 지반공학 및 동역학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

전    화� 051-510-2349

홈페이지 http://no12bus.cafe24.com/

■ 연구실소개

� � 본 지반공학 및 동역학 연구실의 적용분야는 건물,�도로,�교량,�항만,�

터널,�댐,�지하 공간,�주택 등 인간이 의식주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공간과 동선을 확보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지반공학 및

동역학은 그 중에서도 특히 건축물,�교량,�구조물 등의 기초와 댐,�터널,�

사면,�부지조성 등 토사와 암반으로 이루어진 지반구조물의 설계와 시공

기술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지구를 구성하는 지각재료

의 특성을 다루는 지질학과 구조물의 거동을 다루는 구조공학,�그리고

지하수의 흐름을 연구하는 지하수 공학 등은 토질 및 기초공학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학문분야이다.

� � 현재 연약지반 개량,�터널 보강,�항만 구조물 설계,�건축물 기초 설계

등과 관련된 연구 활동을 진행 중이며,�특히 진동 및 소음 문제,�내진

대책 등 지반의 동적인 거동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 특히,�2004�년 하반기에 건설교통부로 부터 150억원 규모의 대형

국가실험실 사업을 수주하여 현재 양산 제2�캠퍼스에 실험실 건물과

실험장비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구축이 완료된 2007�년 초에는 세계

최초로 대형 지진모사 실험용 진동대(shaking�table)�3기를 갖춘 국제

적 수준의 실험시설을 보유하게 되었다.�이 시설을 이용하여 세계 수준

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 연구분야

-� Geotechnical� Engineering

-� Soil� Dynamics

-� Geotechnical� Earthquake� Engineering

- Offshore�Wind� Turbine

■ 연구성과

김진만

“Behavior� of� Offshore� Wind� Turbine� Bucket� Foundation� and�

Supporting� Soils”

Electronic� journal�of�Geotechnical�engineering.�2015.�Vol.�20.�

1749-1754.

김진만

“Dynamic�Properties�of� the�West�Sea�Offshore�Sand�investigated�

by� Torsional� Shear� Test”

Electronic� journal�of�Geotechnical�engineering.�2015.�Vol.�20.�

1353-1361.

김진만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Bottom-enlarged� Pile� by�

Using� Scale�Model� Test”

Electronic� journal�of�Geotechnical�engineering.�2015.�Vol.�20.�

1089-3032.

김진만,� Nicholas� Sitar

“Probabilistic� evaluation� of� seismically� induced� permanent

deformation� of� slopes“

Soil� Dynamics� and� Earthquake� Engineering.� 2013.� Vol.� 17.�

85-95.

Khalid� Mahmood,� 류정호,� 김진만

“Effect� of� anisotropic� conductivity�on� suction� and� reliability�of�

unsaturated� slope� exposed� to� uniform� antecedent� rainfall”

Land� Slides.� 2013.� Vol.� 10.� 1612-510X.

김진만,� Nicholas� Sitar

“Reliability� approach� to� slope� stability� analysis� with� spatially�

correlated� soil� properties”

Soils� and� Foundations.� 2013.� Vol.� 53.�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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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구조동역학

지도교수 김남식

전공분류� 구조동역학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

전    화� 051-510-2352

홈페이지 http://www.civil.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실험실은 구조동역학을 바탕으로 하여 구조물의 내진설계 및 진동

분야를 주로 연구한다.�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지진을 분석하고

이에 알맞은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내진 설계 및 내진

성 평가,�진동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연구분야

-�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 Seismic� Isolation� System

-� Vibration� Control� Devices

-� Cable� Vibration� and� Control� Bridge� Exciting� System

-� Structural� Vibration�Measurement� and� Analysis

-� Bridge� Health�Monitoring� Small-scale� Test� Technique

-� Seismic� Simulation� Techniques

-� Fiber� Optic� Sensor� Applications� Failure� Mechanism� of� � � � � �

� � Containment� Building

-� Evaluation� of� Residual�

-� Stresses� on�Welded� Structures

■ 연구성과

Sung-Il� Kim� and� Nam-Sik� Kim,� "Dynamic� Performance� of� a�

Railway� Bridge� under� Moving� Train� Load� Using� Experimental�

Modal�Parameters,"� International� Journal�of�Structural�Stability�

and� Dynamics,� Vol.10,� No.1,� 2010,� pp.91-109.

Sung-Jin�Chang�and�Nam-Sik�Kim,�"Estimation�of�Displacement�

Response� from� FBG� Strain� Sensors� Using� Empirical� Mode�

Decomposition� Technique,"� Experimental� Mechanics,� Vol.52,�

No.6,� 2012,� pp.573-589.

Soobong� Shin,� Sun-Ung� Lee,� Yuhee� Kim� and� Nam-Sik� Kim,�

"Estimation� of� Bridge� Displacement� Responses� Using� FBG�

Sensors�and�Theoretical�Mode�Shapes,"�Structural�Engineering�

and�Mechanics,� Vol.42,� No.2,� 2012,� pp.229-245.

Ho-Kyung�Kim,�Nam-Sik�Kim,�Jeong-Hwan�Jang�and�Young-Ho�

Kim,� "Analysis� Model� Verification� of� a� Suspension� Bridge�

Exploiting� Configuration� Survey� and� Field� Measured� Data,"�

ASCE� Journal� of� Bridge� Engineering,� 2012,� Vol.17,� No.5,�

pp.794-803.

Sung-Wan�Kim,�Sung-Su�Lee,�Nam-Sik�Kim�and�Dae-Joong�Kim,�

"Numerical�Model�Validation�for�a�Prestressed�Concrete�Girder�

Bridge� by� Using� Image� Signals,"�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Vol.17,� No.3,� 2013,� pp.509-517.

Sung-Wan�Kim� and�Nam-Sik� Kim,� "Dynamic�Characteristics� of�

Suspension� Bridge� Hanger� Cables� Using� Digital� Image�

Processing,"� NDT� &� E� International,� Vol.59,� 2013,� pp.25-33.

Sung-Wan�Kim,�Bub-Gyu�Jeon,�Nam-Sik�Kim�and�Jong-Chil�Park,�

"Vision-based�Monitoring� System� for� Evaluating� Cable� Tensile�

Forces�on�a�Cable-stayed�Bridge"�Structural�Health�Monitoring-�

An� International� Journal,� Vol.12,� No.5,� 2013,� pp.440-456.

Dong-Uk�Park�and�Nam-Sik�Kim,� "Back�Analysis�Technique� for�

Tensile�Force�on�Hanger�Cables�of�a�Suspension�Bridge,"� Journal�

of� Vibration� and� Control,� Vol.20,� No.5,� 2014,� pp.761-772.

Bub-Gyu� Jeon,� Sung-Jin� Chang,� Sung-Wan� Kim� and� Nam-Sik�

Kim,� "Base� Isolation� Performance� of� a� Cone-type� Friction�

Pendulum� Bearing� System,"�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Vol.53,� No.2,� January� 25,� 2015,� pp.22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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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상하수도

지도교수 박수완

전공분류� 상하수도/수자원시스템 공학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

전    화� 051-510-2734�

홈페이지 http://www.civil.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상수도 시스템 및 유지관리에 관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System�Dynamics를 이용한 상수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모형

개발

-� Fuzzy� Theory� 를 이용한 상수도 관망의 최적운영 모형 개발

-�생존분석을 이용한 상수도 배수관망의 최적유지관리기술 개발

-� 하수처리장의 계획 및 유지관리를 위한 System� Dynamics� 시뮬

� � 레이션 모델 개발

-� System� Dynamics를 이용한 하수관망의 장기적 유지관리계획

-�합류식하수도 월류수(CSOs)� 제어

-�상하수도시스템의 신뢰성 분석

■ 연구성과

Jun,� H.,� et� al.�

"Identifying� pipes� and� valves� of� high� importance� for� efficient�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water� distribution� systems."�

Water� resources� management� 22.6� (2008):� 719-736.

Park,� S.,� et� al.�

"Modeling� of� water� main� failure� rates� using� the� log-linear�

ROCOF� and� the� power� law� process.“

Water� resources� management� 22.9� (2008):� 1311-1324.

Park,� Suwan,� et� al.�

"A�methodology�to�estimate�economically�optimal� replacement�

time� interval� of� water� distribution� pipes."�

Water� Science� &� Technology:� Water� Supply� 7.5-6� (2007):�

149-155.

Loganathan,� G.� V.,� Park,� S.,� and� Sherali,� H.� D.� (2002).�

"A� Threshold� Break� Rate� for� Pipeline� Replacement� in� Water�

Distribution� Systems."�

Journal�of�Water�Resources�Planning�and�Management,�ASCE,�

Vol.� 128,� No.� 4,� pp.� 271-279.

“상수관로의 잔존수명 평가를 위한 통계적 방법론”

상하수도학회지,� Vol.� 23,� No.� 3,� pp.� 305~313,� 2009.

박수완

“상수관로의 경제적 교체시기를 산정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론”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 457-464� ,� 2009

박수완

"상수관로에 대한 시간종속형 공변수를 포함한 포괄적 비례위험모형."�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한국수자원학회 42.6� (2009):� 445-455.

박수완,�임광채,�최창록,�김규리

“상수관로 누수위치 자료를 이용한 계층적 군집분석“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Vol.� 42,� No.� 3,� pp.� 117~190,� 2009.

전환돈,�박수완

“상수관로와 밸브 파괴모의를 기반으로한 다른 제수밸브 분포간의 우열

성 평가방법”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Vol.� 40,� No.� 6,� pp.� 495~502,� 2007.

박수완

“상수도 배수관로 시스템의 장기적 유지관리를 위한 방법론과 컴퓨터

알고리즘의 개발 및 적용”

수질보전 한국물환경학회지,�Vol.�23,�No.�3,�pp.�356~36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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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강구조피로

지도교수 김인태

전공분류� 강구조 및 구조실험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부산대학교

전    화� 051-510-2497

홈페이지 http://www.civil.pusan/

■ 연구실소개

� � 사회기반시설은 원만하고 효율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단히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지속적인 기능의 유지 및 안전성 확보가

요구된다.�미국의 경우,�현재 도로의 총연장이 약 600만km이며,�기설

교량은 56만개에 달하고 있지만,�이러한 교량의 약70%가�1935년 이

전에 건설되었다.�재정상태의 악화에 기인한 유지관리의 소홀로 인한

도로 및 철도시설의 사고가 1980년대부터 다수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상당수의 교량에서는 내하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 � 이에 따라,�80년대 후반부터 점검 제도의 확립 및 LCC(Life�Cycle�

Cost)를 고려한 설계가 시작되어,�지금도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1960년대 또는 1970년대부터 교

량건설이 본격화 되었고,�현재 이러한 교량들의 공용 연수 증가에 따른

내하력 감소와 장기노화에 기인한 손상이 예상되고 있다.

� � 본 연구실은 공용기간의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기반시설의 내하

력 감소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장기공용 및 장수명화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유지관리공학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지금까지 주로 강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며,�이를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사회기반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한 유지관리공학으로 확대/발전

시키고 있다.

■ 연구분야

1.� 강교의 피로 및 파괴

� -�피로실험에 의한 용접이음의 피로강도평가

� -�파괴역학을 이용한 피로수명추정

� -�구조적 응력집중을 이용한 강교의 피로수명평가

2.�사회기반시설의 부식 및 방식

� -�도장,� 용사,�도금 등 방식법의 장기내구성 평가

� -�환경촉진실험을 이용한 구조재료 및 용접이음의 노화수명평가

� -�환경촉진실험법의 적용성 평가

� -�내후성강의 부식특성 및 적용성 검토

3.�강교의 유지관리

� -� 강교의 내구성평가 및 내구성 향상법 개발

� -� 해양구조물의 부식대책에 대한 검토

� -� 장기공용에 따른 강교손상도 평가

� -� LCC(Life� Cycle� Cost)� 에 근거한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 -� LCCO2(Life� Cycle� CO2� emission)에 근거한 유지관리시스템

� �개발

4.�노화 구조물의 잔존수명추정 및 내하력평가

� -� 부식 손상된 강구조물 및 강부재의 내하력시험

� -� 해양구조물의 잔존수명 추정

� -�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s

� -� Fatigue� of� Weld� Joints

� -� Corrosion� of� Steel� Structures

� -� Long-term� Durability� of� Bridge� Coating� Systems

� -� Application� of� Fracture�Mechanics

� -� Durability� Evaluation� of�Marine� Structures�

■ 연구성과

Yoshito� ITOH� and� In-Tae� KIM� (2007):�

“Accelerated� cyclic� corrosion� tests� of� structural� steels� and� its�

application� for� steel� bridge� coatings”�

Anti-corrosion� Methods� and� Materials,Vol.53/6,� pp.374-381.�

-SCIE.

Shigenobu� Kainuma,� Naofumi� Hosomi� and� In-Tae� Kim(2007):�

“Fatigue� behavior� of� corroded� structural� steel� members� in�

boundary� with� concrete”�

Key� Engineering� Materials� Vols.348-349,� pp.� 245-248.� -SCI.

Yoshiyuki� SIMIZU,� Yoshito� ITOH� and� In-Tae� KIM(2006):�

“Influence�of�edge�treatment�of�base� steel�plates�on�corrosion�

resistance� of� coated� steel� bridge”�

Journal�of� Structural� Engineering,� JSCE,�Vol.53A,�pp.82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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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반시스템 해석

지도교수 안재훈

전공분류� 지반시스템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 �

전    화� 051-513-9593

홈페이지 http://geotech.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연약지반,�기초,�도로포장 등의 전통적인 지반공학

의 분야에 대한 연구에 더불어,�새로운 융·복합 연구 분야인 에너지 및

녹색성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

■ 연구분야

-� 수치해석과 모형시험을 통한 풍력발전기 해상기초의 거동 분석

-�대형 현장시험을 통한 지반의 물성치 역해석

-�얕은 기초의 동적 거동특성 분석

-�도로 노상체의 거동분석 및 역해석

-�개량된 연약점토의 거동분석 및 복합재료의 연구

-�터널 막장의 침투수압 연구

-�정수를 위한 과립물질의 거동특성 연구

-�투수성,�배수성 포장의 홍수저감효과 평가

-�폐어망보강 친환경지반 재료의 개발

■ 연구성과

Malla� R,� Gopal� J,� Ahn� J.�

“Mechanical�behavior�of�water�de-ionizing�granular�material� for�

space� life� � support”

submitted� to� Journal� of� Aerospace� Engineering,� ASCE.�

Malla� R,� Anandakumar� G,� Ahn� J.�

“Experimental,� Analytical� and�Numerical� Studies� of� Full-� Scale� �

Activated�Alumina�Granular�Material�Beds�for�Water�Processing�

in� Space”

Journal� of� �Aerospace� Engineering,�ASCE,� published�online� in�

2012.�

■ 프로젝트

[심해용 부유식 풍력발전 Substructure/platform���기반 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창의적 해양항만도시 인프라 저영향개발 (LID)� 및 관리체계 구축]�

BK21,� 한국연구재단

[한국형 LID�기반 도로 ·�교통시설 및 물순환 고도화 기술 개발]�국토교

통과학기술진흥원

[녹색해양 및 건설을 위한 폐어망보강 친환경지반의 개발과 적용]�한국

연구재단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친환경 LID��및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구축 기술

연구]�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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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물환경시스템

지도교수 김창원

전공분류� 하폐수 공학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제2공학관(재료관)� 2507호

전    화� 051-510-2769

홈페이지 http://waterlab.icts21.com/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생물학적 하폐수 고도처리의 기초연구에서부터 처리공

정의 최적화,�예측모델 개발을 통한 공정 자동제어,�Data�mining�기법

기반의 공정상태 진단 및 제어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하·폐수처리장이

다양한 유입 부하 및 폐수 성상 변화에도 안정적인 유출수 수질을 보장

할 수 있는 실용적 기술의 연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구체적인 연구 분야로는 생물학적 하수 및 폐수 처리공정의 처리효율

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고,�관련되는 에너지의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모델링,�진단 및 제어 기술 및 요소 장치를 연구 개발하는 것이다.�그리고

미생물연료전지 기술을 하·폐수 처리에 접목하는 혁신적 바이오 융합기

술 개발을 통해,�하·폐수 및 바이오매스에 내재된 생물에너지를 전기,�

수소,�혹은 특정한 물질로 전환하여 회수하기 위한 생물전기화학시스템

의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권역별 하수도 최적 통합관리를 위한 모듈기반 지능형 의사결정지원시

스템 개발

-�전기발생 미생물 및 대사공학 기술을 이용한 나노바이오시스템기 반

저에너지 고효율 폐수처리공정(EFP)� 개발

-�하수처리장으로부터 추출된 전문지식 및 예측 모듈을 활용한 웹 기반

통합 팩키지형 진단·제어 시스템 개발

-�폐수에서 전기 생산을 위한 Hollow�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형 미생물연료전지 개발

-� Data� Mining�기법에 의한 하수처리장 운전의 예측 진단

■ 연구성과

Soojung�Choi,� Jung�Rae�Kim,�Jaehwan�Cha,�Yejin�Kim,�Giuliano�

C.� Premier,� Changwon� Kim,

Enhanced�power�production�of�a�membrane�electrode�assembly�

microbial� fuel� cell� (MFC)� using� a� cost� effective� poly�

[2,5-benzimidazole]� (ABPBI)� impregnated� non-woven� fabric�

filter,Bioresource� Technology,� 2013,� 128,� 14-21.

H.S.�Kim,�T.S.�Moon,�Y.J.�Kim,�M.S.�Kim,�W.H.�Piao,� S.J.�Kim,�

C.W.� Kim

Evaluation�of�rule-based�control�strategies�according�to�process�

state�diagnosis� in�A2/O�process,�Chemical�Engineering�Journal,�

2013,� 222,� 391-400.

Olsson�G,�Carlsson�B,�Comas�J,�Copp�J,�Gernaey�KV,� Ingildsen�

P,� Jeppsson� U,� Kim� C,� Rieger� L,� Rodríguez-Roda� I,� Steyer� JP,�
Takács� I,� Vanrolleghem� PA,� Vargas� A,� Yuan� Z,�Åmand� L,
Instrumentation,�control�and�automation� in�wastewater�-� from�

London� 1973� to� Narbonne� 2013,� Water� Sci� Technol.,� 2013,�

69(7),� 1373-1385.

■ 프로젝트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온라인 슬러지침전능 측정장치를 이용한

진단시스템 개발,�중소기업청,� 2007.8~2009.4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전기발생 미생물 및 대사공학 기술을 이

용한 나노바이오 시스템 기반 저에너지 고효율 폐수처리공정 개발,�환경

진흥원(환경부),� 2008.4~2011.3

[특정기초연구]�폐수에서 전기 생산을 위한 Hollow�MEA(Membrane�

Electrode� Assembly)형 미생물연료전지 개발,� 한국과학재단,�

2008.5~2012.2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권역별 하수도 최적 통합관리를

위한 모듈기반 지능형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1.5~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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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온실가스저감 및 폐기물열분해

지도교수 오광중(kjoh@pusan)

전공분류� 건축설비환경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제2공학관(재료관)� 2506호

전    화� 051-510-1707

홈페이지 http://pnuenv.pusan/

■ 연구실소개

�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의 의무감축부담이 현실화되면서 CO2�제어

공정기술의 도임이 시급한 실정이다.�이를 위해,�복합흡수공정 최적화

및 상용화 공정 설계를 최종목표로 연소배가스 처리용 복합흡수제

(De-CO2/SOx/NOx)개발 및 pilot�규모 복합처리공정 설계 자료를 도출

하고자 한다.

� � 폐목재를 열분해를 시킨 후 열적으로 분해된 Char를 이용하여 기타

폐자원(폐플라스틱,�폐유기용제,�폐합성수지류,�폐비닐,�슬러지 등)을

혼합하여 압축,�성형시켜 탄화 폐목질계 복합고형연료(고체연료)를 제

조한다.�제조된 고형연료를 전차년도 연구와 비교,�분석하여 고형연료로

서의 가장 적합하고,�이상적인 연료생성공정을 판단하여 복합고형연료

를 제조하고자 한다.

■ 연구분야

-� 지구온난화 온실가스(CO2)� 처리

-�신재생에너지

■ 연구성과

이형돈,�강대종,�이민호,�강동효,�오광중

“부산수영하수처리장 하수와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 시 공정별 악취특

성 및 후처리시설 효율평가”

청정기술 제18권 제4호,� 2012.12,� 379-389

이형돈,�이규홍,�김인득,�강지순,�오광중

“온산공업단지 주변의 박무와 해풍발생이 대기오염물질의 이동 및 농도

분포에 미치는 영향”

청정기술 제19권 제2호,� 2013.6,� 95-104�

이형돈,�조준형,�김인득,�김윤수,�오광중

“바이오매스에 바인더 첨가에 따른 폐기물 고형연료 특성 및 환경성평가”

청정기술 제17권 제4호,� 2011.12,� 336-345�

이상섭,�김광렬,�오광중,�전준민,�강동창

“비산재 성분과 원소 및 산화수은의 반응특성”

청정기술 제19권 제4호,� 2013.12,� 453-458�

윤배근,�서종범,�김영식,�최원준,�김윤수,�오광중

“매립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량 및 AERMOD를 이용한 영향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35권 제4호,� 2009.8,� 304-314�

김재원,�서종범,�강민경,�김인득,�오광중

“EAF� Slag의 해양복토제 활용을 위한 PO₄-P�제거특성에 관한 연구”
청정기술 제16권 제4호,� 2010.12,� 258-264�

송호양,�서종범,�강성규,�김인득,�최봉욱,�오광중

“페로니켈 슬래그로 부터 제조된 Mg(OH)₂를 이용한 CO₂� 고정화”

청정기술 제20권 제1호,� 2014.3,� 42-50�

전병일,�황용식,�오광중,�조기철

“부산지역 PM10과 PM2.5�농도 특성“

한국대기환경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08.4,� 464-465�

전병일,�황용식,�오광중,�조기철,�장운태

“부산지역 미세먼지 중의 중금속 및 이온성분 특성”

한국대기환경학회 2008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08.4,� 137-138�

최원준,�조기철,�오광중

“흡수/재생 연속공정에서 AMP+HMDA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제거”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21권 제5호,� 2005.10,� 507-513�

최봉옥,�정종현,�최원준,�손병현,�오광중

“오염원 및 기상 조건에 따른 울산지역의 고농도 대기오염 분포 특성”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32권 제4호,� 2006.8,� 32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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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Biofilm� &� 생물자원 공정

지도교수 박태주

전공분류� 바이오에너지 및 수자원 관리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제2공학관(재료관)� 2510-1호

전    화� 051-510-3878

홈페이지 http://biofilm.pusan/

■ 연구실소개

� � 화석연료가 고갈됨에 따라 점점 더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으며,�이에 본 연구실에서는 바이오매스의 혐기성 소화시 바이오

가스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처리 기술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가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마이크로웨이브의 효

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촉매 물질 개발 연구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폐자원인 음폐수가 촉매 물질로 활용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내었다.�

� � 또한 낙동강 하류 부산시 취수원 수계의 수질,�수리 및 기상특성이

조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4대강 사업 전후의 조류 발생

특성 변화를 조사함으로써,�향후 조류 제어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연계하여,�낙동강의 조류 발생에 대한 보다 정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류·지천이 본류의 조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고,�낙동강 본류의 조류 저감을 위한 지류·지천의 조류 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한 바이오매스 가용화 기술 개발

-�낙동강 조류발생 주요 영향인자 평가 및 저감방안 마련

- 스트러바이트 회수에 의한 하수반려수 내 질소·인 제거

■ 연구성과

I.G.� Byun,� J.H.� Lee,� J.M.� Lee,� J.S.� Lim,� T.J.� Park

"Evaluation�of�non-thermal�effects�by�microwave� irradiation� in�

hydrolysis� of� waste� activated� sludge"� Water� Science� and�

Technology,� 70(4),� pp.� 742-749� (2014)

J.H.� Lee,� J.J.� Park,� I.G.� Byun,� T.J.� Park,� T.H.� Lee

“Anaerobic�digestion�of�organic�wastesater� from�chemical�fiber�

manufacturing�plant;� Lab� and�Pilot-scale� experiments"�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20,� pp.� 1732-1736�

(2014)

J.H.� Lee,� J.J.Park,� G.C.� Choi,� I.G.� Byun,� T.J.� Park,� T.H.� Lee

“Field-scale� application� of� spent� sulfidic� caustic� as� source� of�

alternative�electron�donor�for�autotrophic�denitrification”�Water�

Science� and� Technology,� 68(2),� pp.479-485� (2013)

J.H.� Lee,� J.J.� Park,� G.C.� Chi,� I.G.� Byun,� T.J.� Park,� T.H.� Lee

“Field-scale� application� of� spent� sulfidic� caustic� as� source� of�

alternative�electron�donor�for�autotrophic�denitrification”�Water�

Science� and� Technology,� 68(2),� pp.479-485� (2013)

J.H.� Lee,� J.J.Park,� G.C.� Choi,� I.G.� Byun,� T.J.� Park,� T.H.� Lee

“Application�of�ultrasound�and�air�stripping�for� the�removal�of�

aromatic� hydrocarbons� from� spent� sulfidic� caustic� for� use� in�

autotrophic�denitrification�as�an�electron�donor”�Water�Science�

and� Technology,� 67(7),� pp.1497-1502� (2013)

J.H.� Lee,� J.J.� Park,� T.J.� Park,� I.G.� Byun

“Application� of� biological� activated� carbon� process� for� water�

puality� improvement�of�stagnant�stream�channels“�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19(4),� pp.� 309~316� (2014)

■ 프로젝트

[본류 영향 소규모 지천(차천)에 대한 조류저감 방안 연구]�한국환경공

단,� 2014.10-2015.12

[스트러바이트 생성원리를 이용한 하수반려수 내 질소,�인 제거 및 비료

생산 네트워크 구축 사업]�한국산업단지공단,� 2014.09-2015.08

[마이크로웨이브와 고정화효소를 연계한 바이오매스의 고속 당화 기술

개발],�한국연구재단,� 2012.09~2015.08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축분의 가수분해 반응에서 비열적 반응 메카

니즘 규명]�한국연구재단,� 2013.06-2015.05

[낙동강 하류 부산시 취수원 수계의 조류 발생 영향 인자별 상관도 연구]�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2013.03-2014.12

[Microwave를 이용한 폐자원 바이오매스 가수분해기술 개발]�주식회

사 엔코,� 2012.07-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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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수자원환경

지도교수 김상현

전공분류� 토목환경공학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제2공학관(재료관)� 2508호

전    화� 051-510-2168

홈페이지 http://wrelab.pusan/index.html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수자원 및 수질에 대한 높은 기대욕

구의 충족을 위하여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1세기에는

맑은 물을 얻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분쟁의 씨앗이 될 개연

성이 충분하며,�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한반도도 수자원 기근이라는

현재로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 할 수 있다고 많은 석학들

이 경고하고 있다.�효과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양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과 더불어 질적인 수준의 향상을 빼어 놓을 수 없다.

� � 수자원의 원천적인 발생기작을 연구하는 '사면 수문 유출 기작 연구'

와 정수장에서 생산된 상수를 가정까지 송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관망해석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사면 수문 유출 기작

연구'�분야 에서는 경기도 파주시 감악산에 위치한 범륜사 사면과 국립

수목원의 원두부소유역 사면 그리고 IHP�시험유역인 청미천 수레의산

소유역 사면을 각각�2004,�2005,�2008년부터 현재까지 관찰 및 분석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 '관망해석 연구'�분야에서는 부정류 해석 중 천이류 해석을 중점적으

로 연구하고 있으며,�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관망 및 복잡관망 실험시스

템을 보유하고 있다.�빈도영역의 관망해석방법 개발을 통하여 기존 차분

화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사면 유출기작 원천연구

-�관망시스템의 해석과 실험연구

■ 연구성과

김성욱,�정수정,�최은경,�김상현,�이길하,�오정림,�박덕근

“1999-2011년 동안 국내 경사지 붕괴 시간 현황”

지질학회지 제49권 제6호,� 2013.12,� 669-681

김성욱,�이진혁,�김인수,�함세영,�김상현,�김부근

“부산 동부 연안 해저용출수 부존 평가-1.� 육상 전기비저항 탐사”

지질학회지 제47권 제6호,� 2011.12,� 683-693

김성욱,�김인수,�함세영,�김상현,�김부근,�서영교

“부산 동부 연안 해저용출수 부존 평가-2.�해저 전기비저항 및 고해상

탄성파 탐사”

지질학회지 제48권 제5호,� 2012.10,� 411-424

손미나,�김상현,�최경문,�이동호,�김준

“광릉수목원 산지 유역의 토양수분의 시공간적 분포양상의 단변량 분석”

2007년도 한국기상학회 봄 학술대회 논문집,� 2007.4,� 422-423�

곽용석,�김상현,�김수진,�김준

“광릉 소유역에서의 대공극발달분포”

2007년도 한국기상학회 가을 학술대회 논문집,�2007.10,� 402-403�

김준,� et� al.

"CarboEastAsia:�관측ㆍ이론ㆍ모델링 통합에 의한 동아시아 탄소 플럭

스 및 저장량의 이해와 정량화를 통한 한ㆍ중ㆍ일의 기후변화협약 대처

능력 배양"

2007년도 한국기상학회 가을 학술대회 논문집,�2007.10,� 45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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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환경복원

지도교수 황인성

전공분류� 환경복원 및 유해물질제어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제2공학관(재료관)� 2514호

전    화� 051-510-3906

홈페이지 http://pnuenv.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유해 화합물로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지표수계를 친환

경적으로 복원(remediation)하여 그 환경적 위해성을 제거하거나 저감

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현재

나노염가철 및 나노철 산화물을 기반으로 한 환원 및 산화처리공정 개

발,�하천,�호소의 중금속 오염조사 및 중금속 오염퇴적물의 친환경적

고형화/안정화 및 재활용기술 개발,�유류오염토양환경의 위해성 평가기

술 개발,�산업부산물 및 광물을 이용한 CO2�저장기술 개발 등과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효율적이면서도 환경 친화적인 오염복원기술

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친환경 오염복원기술 개발을 위한 창조적 연구

-�저탄소매질을 이용한 오염 토양/퇴적물/폐기물 처리

-� 나노염가철 및 나노철 산화물을 기반으로 한 환원 및 산화처리공

� � 정 개발,

-� 하천,� 호소의 중금속 오염조사 및 중금속 오염퇴적물의 친환경적

� � 고형화/안정화 및 재활용기술 개발

-�유류오염토양환경의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산업부산물 및 광물을 이용한 CO2� 저장기술 개발

■ 연구성과

박성열,�황경엽,�황인성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인근 지하수 수질 특성”

한국대기환경학회 2007년 환경공동학술대회 초록집,� 2007.5,�

2473-2477�

김홍석,�이유정,�김하얀,�황인성

“산화철/Fe(Ⅱ)과 시멘트 수화물/Fe(Ⅱ)을 이용한 TCE�분해의 유효성

분”

한국대기환경학회 2007년 환경공동학술대회 초록집,� 2007.5,�

856-859�

오형석,�신원식,�김준하,�황인성,�허진,�신현상,�오정은,�허인애,�김영훈

“하천 및 호소 퇴적물 입도분석 방식의 비교와 입도에 따른 중금속물질

의 분포경향”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제11권 제5호,� 2010.5,� 15-23�

안철홍,�강완협,�황인성,�박주양

“2가철 시멘트와 제강슬래그를 이용한 클로로포름과 메틸렌클로라이드

함유 액상폐기물의 분해성 고형화/안정화”

2004년도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2004.10,� 2693-2697

이윤모,�강완협,�황인성,�박주양

“제강슬래그/Fe(II)� 시스템의 TCE�분해 유효성분 :� FeO의 영향”

2006년도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2006.10,� 1758-1761

박정현,�강완협,�황인성,�박주양

“2가철 시멘트와 제강슬래그에 의한 NAPL� TCE의 분해 특성”

2004년도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2004.10,� 2698-2703�

정용진,�강완협,�황인성,�박주양

“2가철로 개질된슬래그투수콘크리트를이용한 TCE의 환원성탈염소화”

2004년도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2004.10,� 2704-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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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환경분석모니터링

지도교수 오정은

전공분류� 건축환경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제2공학관(재료관)� 2507-2호

전    화� 051-510-3964

홈페이지 http://envanal.pusan/

■ 연구실소개

� � 환경문제가 사회적 중요 이슈로 야기됨에 따라,�현재까지 가장 독성이

세다고 알려져 있는 다이옥신류를 포함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과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내분비계장애물질(EDCs)에 대한 관심이 국

내외적으로 증폭되고 있다.

� � 또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이런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규제법을 조만간

제정할 예정에 있어 이들 물질의 환경 내 분포 현황,�발생원 및 제어기작

및 관리정책 등에 관한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분석기기를 사용하여 환경 내 존재하

는 유해화학물질들을 분석해 낼 수 있는 연구인력 양성과 이들 물질에

관해 다각적인 연구를 하여 국내 유해화학물질 연구에 있어 선도적인

그룹이 되고자 한다.

■ 연구분야

-� 환경 중 미량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거동 평가

-�독성유해물질의 환경 및 인체 위해성 평가

■ 연구성과

오정은,�김다혜,�이미영

“Perfluorinated� compounds� in� serum� and� urine� samples� from�

children� aged� 5-13� years� in� South� Korea”

ENVIRONMENTAL� POLLUTION,� 2014-09

오정은,�허진주,�김승규,�이지우

“Foodstuff� analyses� show� that� seafood� and� water� are� major�

perfluoroalkyl� acids� (PFAAs)� sources� to� humans� in� Korea”

JOURNAL� OF� HAZARDOUS�MATERIALS,� 2014-08�

오정은,�김언정,� Ngyeng� Thi� Hoang� Yen

“Hydroxylated,� methoxylated,� and� parent� polybrominated�

diphenyl�ethers� (PBDEs)� in�the� inland�environment,�Korea,�and�

potential� OH-� and�MeO-BDE� source”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2014-07

김언정,�오정은,�이인석,�최민규,�황동원

“Comprehensive�monitoring�of�synthetic�musk�compounds�from�

freshwater�to�coastal�environments� in�Korea:�With�consideration�

of� ecological� concerns� and� bioaccumulation”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2014-02

오정은,�김희영,�김승규,�강동묵,�황용식

“The� relationships� between� sixteen� perfluorinated� compound�

concentrations� in�blood�serum�and�food,�and�other�parameters,�

in� the� general� population� of� South� Korea�with� 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method”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2014-02

오정은,�김언정,�김희영,� David� Alvarez,� 이인석

“Using�SPMDs�for�monitoring�hydrophobic�organic�compounds�

in�urban�river�water� in�Korea�compared�with�using�conventional�

water� grab� sample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2014-02

황인성,�최지연,�오상화,� et� al.

"국내 담수퇴적물의 CODsed�분석방법 평가:�CODMn법과 CODCr법

의 신뢰성 및 상관성 비교"

한국환경과학회지,� 2014-02�

오정은,�김언정

“Tetrabromobisphenol� A� and� hexabromocyclododecane� flame�

retardants� in� infant-mother� paired� serum� samples,� and� their�

relationships�with�thyroid�hormones�and�environmental� factors”

ENVIRONMENTAL� POLLUTION,� 2014-01

오정은,�정희진,�김언정,�임태효,�임영경

“낙동강 중권역 대표지점 및 공단 배출수에서의 준휘발성유기화합물(페

놀류 및 농약류)분포특성 및 계절적 변동 평가”

한국환경분석학회지,� 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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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환경미생물생태

지도교수 이태호

전공분류� 환경미생물학 및 생태공학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제2공학관(재료관)� 2509호

전    화� 051-510-7354

홈페이지 http://leme.pusa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미생물을 이용한 하·폐수 처리 및 에너지 생산 연계기

술을 연구하고 있다.�특히,�미생물전기화학기술과 미세조류기반 바

이오디젤 생산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 � 미생물전기화학기술(MET)�연구로는 하수처리와 동시에 전기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하수처리공정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또한,�MET

에 기반하여 유기염소화합물의 탈염소화,�질소화합물의 탈질화,�황화합

물의 환원제거 등에 생물환원전극을 이용하는 환경복원기술을 개발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 � 미세조류 바이오디젤 생산기술 연구로는 경제적으로 미세조류를 대

량배양하기 위하여 하·폐수를 배양배지로 이용하는 기술과 수확공정에

서 발생하는 폐수를 미세조류 배양에 재이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 연구분야

-� Innovative�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 Biocathodic� Remediation

-�Microalgal� Cultivation� with�Wastewters

-�Water� Recycling� in� Photo-bioprocesses

■ 연구성과

Jaecheul� Yu,� Younghyun� Park,� Taeho� Lee

“Effect�of�seperator�and� inoculum�type�on�electricity�generation�

and�microbial�community� in�single-chamber�microbial�fuel�cells”�

Bioprocess� and� Biosystems� Engineering,� 37(4),� 667-675

Nguyen� Van� Khanh,� Sungsug� Hong,� Younghyun� Park,� et� al.�

"Autotrophic� denitrification� performance� and� bacterial�

community� at�biocathodes�of�bioelectrochemical� systems�with�

either� abiotic� or� biotic� anodes"

Journal� of� Bioscience� and� Bioengineering,� online,� 1-8

■ 프로젝트

[온라인 모니터링 장치를 이용한 미세조류 옥외 배양방법]� �

10-2014-0019646�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02-20�

[신규한 마이크래티니엄 이너멈 NLP-F014� 균주 및 이의 용도]�

10-2013-0134449,�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11-06�

[하수와 액비를 이용한 미세조류 배양방법]

10-2013-0134450,�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11-06

[Novel� Micractinium� inermum� NLP-F014� and� use� thereof]�

PCT/KR2013/011747,�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3-12-17�

[다중격막형미생물연료전지]

10-2012-0124713,� 한국수자원공사 외 3명,� 2012-11-06

[폐수 전처리를 이용한 고지질 함유 미세조류의 생산 방법]�10-2011-�

0023313,� 에너지 기술연구원,� 2011-03-16

[비폭기 유기물 제거장치]

10-2011-0033905,�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04-12� �

[혼합영양 탈질능력을 가지는 신규 카스텔라니엘라 균주와 이를 이용한

탈질공정]

10-2011-0074059,�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07-26

[생물전기화학적 오염물질 제거장치 및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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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미세입자 및 지속가능기술

지도교수 조국

전공분류� 입자의 에너지/환경 분야 응용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장전동)�제2공학관(재료관)� 2501호

전    화� 051-510-2418

홈페이지 http://sites.google.com/site/kcho73/�

■ 연구실소개

� � 현존하는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는 물질이 필요하다.�미세한 크기의 나노입자는 작은 크기와 다양한

형상으로 인해 큰 입자와 다른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

� � 본 연구실은 다양한 종류의 입자를 합성하고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응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또한 제조한 입자의 표면특성을 변화시킴으

로써 더 나은 성능을 구현하고 있다.

■ 연구분야

-� 필터성능 향상을 통한 대기 중 초미세먼지 제어

-�유전영동을 이용한 표면 입자 제거

-�오염물질(세슘,� 중금속,� 난분해성 물질 등)�흡착 제거

-�광촉매를 이용한 고도산화처리

-�정삼투를 이용한 해수 담수화

■ 연구성과

Y.� J.� Suh,� T.� M.� Do,� D.� S.� Kil,� H.� D.� Jang,� K.� Cho

“Production� of� High-purity� Magnetite� Nanoparticles� from� a�

Low-grade� Iron� Ore� via� Solvent� Extraction”

Korean� Chem.� Eng.� Res.,� 53(1),� 1-7� (2015.� 2.� 1)

K.� Cho,� P.� Fraundorf,� P.� Biswas

"Characterization� of� nanostructured� pristine� and� Fe-� and�

V-doped� titania� synthesized� by� atomization� and� bubbling"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20(2),� 558�

(2014.� 03)

Y.� J.� Suh,� J.� W.� Lee,� H.� Chang,� H.� D.� Jang,� K.� Cho

"Non-Spherical� Particle� Formation� Induced� by� Repulsive�

Hydration� Forces� during� Spray� Drying"

Journal� of� Nanoparticle� Research,� 15(9),� 1903� (2013.� 09)

N.�Topham,� J.�Wang,�M.�Kalivoda,� J.�Huang,�K.�M.�Yu,�Y.�M.�

Hsu,� C.� Y.� Wu,� S.� Oh,� K.� Cho,� K.� Paulson

“Control�of�Cr6+�emission�from�gas�metal�arc�welding�using�a�

silica� precursor� as� a� shielding� gas� additive”

Annals� of� Occupational� Hygiene,� 56(2),� 233� (2012.� 03.� 01)

S.�K.�Kim,�H.�K.�Chang,�K.�Cho,�D.�S.�Kil,�S.�W.�Cho,�H.�D.� Jang,�

J.�W.� Choi,� J.� H.� Choi

"Enhanced� photocatalytic� property� of� nanoporous� TiO2/SiO2�

microparticles� prepared� by� aerosol� assisted� co-assembly� of�

nanoparticles"

Materials� Letters,� 65,� 3330,� (2011.� 11.� 1)

J.� Y.� Ahn,�W.� D.� Kim,� K.� Cho,� D.� Lee,� S.� H.� Kim

"Effect�of�metal�oxide�nanostructures�on�the�explosive�property�

of� metastable� intermolecular� composite� particles"

Powder� Technology,� 211,� 65� (2011.� 7.� 25)

■ 프로젝트

[입자와 용매의 상호작용이 입자의 형상에 미치는 영향]�부산대학교

[그래핀을 전자이동 매개체로 사용하여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효율 향

상]�부산대학교

[마그네타이트 나노입자의 중금속 흡착기구 규명]�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성입자/MOF�하이브리드의 제조 및 정삼투 시스템 적용 가능성 평

가]�한국지질자원연구원,� 1� Feb.� 2013� -� 30� Nov.� 2013

[BK21+]� 01� Sep.� 2013� -� 8� Apr.� 2020

[정삼투 용질용 마그네타이트계 나노소재 제조 기술 개발]�한국지질자

원연구원,� 15�Mar.� 2014� -� 14� Dec.� 2014

[초미세입자 제거를 위한 단극 하전기 개발]�미래창조과학부,�원천기술

개발사업-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1�May�2014�-�30�Apr�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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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환경공학, 건축학)

▶  건설혁신

▶  공간정보공학-RS연구그룹

▶  공간정보공학-GIS/LBS 연구그룹

▶  교통공학

▶  교통운영 

▶  교통계획·물류

▶  구조공학

▶  구조설계

▶  구조신뢰성

▶  구조진동

▶  구조해석

▶  콘크리트구조

▶  도시설계

▶  도시계획

▶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  연안환경

▶  전산유체동역학

▶  해안공학

▶  환경수리학

▶  지반공학

▶  지반환경공학

▶  상수도시스템

▶  토양환경

▶  폐기물

▶  수질환경

▶  건축의장

▶  건축환경계획

▶  건설기술

▶  건축도시공간

▶  공간·조형·설계

▶  구조재료

▶  강구조내진설계

▶  건축계획 및 설계

▶  건축사

▶  건축구조시스템

▶  고성능구조공학

▶  도시건축설계

▶  도시건축보전계획

▶  건축도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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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설혁신

지도교수 지석호

전공분류� 건설관리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304호

전    화� 02-880-7344

홈페이지 http://cee.snu/index.php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건설사업 생애주기에 걸친 혁신적인 건설관리를 바탕으

로 삶의 본질적인 개념 창조라는 미래의 건설수요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최첨단 지역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보다 구체적으로 건설혁신 연구실은 발주처,�설계사,�시공사,�하청업

체 간의 생애주기에 걸친 소통 및 협업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건설관

리 연구 외에도 다음과 같은 융·복합기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건설 안전 및 재난 관리

-�빅데이터 분석,�PMIS(Project� Information�Management�Systems),�

Smart�Sensing(스마트폰,�센서,�GPS�등)�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건설관리

-�생애주기에 걸친 BIM(Building� Information�Modeling)기반 건설

관리

-�건설 프로세스를 주도하는 건설 근로자에 초점을 맞춘 건설관리

■ 연구성과

신윤정,�지석호

“텍스트마이닝 기반 “Uni-Tacit”� 개발을 위한 방법론에 관한 연구“

제40회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2014.10,� 559-560

임소람,�지석호,�이준득,�이훈진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근로자 심리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기초

연구”

제40회 대한토목학회 정기 학술대회,� 2014.10,� 55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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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공간정보공학-RS연구그룹

지도교수 김용일

전공분류� 건축설비환경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410호

전    화� 02-880-7364

홈페이지 http://www.spins.or.kr/main_rs.html

■ 연구실소개

� � 원격탐사(Remote�Sensing)는 비행기나 인공위성 등에 탑재된 센서

(sensor)에서 탐지 대상물의 전자스펙트럼 정보를 수집하여 그 특성을

해석하는 학문이다.�RS연구그룹에서는 위성의 센서 모델링,�위성영상

자료의 판독 및 처리⋅분석,� 수치사진측량 및 GPS,� LiDAR(Light�

Detection�And�Ranging),�측량학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 � 최근의 주요 기술개발 분야는 항공레이저 측량 자료를 이용한 3차원

도시 모델링,�위성영상 자료를 이용한 변화탐지,�입체시 활용 기술,�고해

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3차원 건물정보 추출,�산사태 예측도 작성 등이

포함되며,�도시계획,�자원탐사,�산림자원관리,�재해예방 및 피해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 연구분야

-� 원격탐사

-�디지털 사진측정학

-�범지구 위치결정 시스템(GPS)

-� 측량학 및 측지학

■ 연구성과

염준호,�김병희,�김용일

“항공기와 선박의 PSO�표적탐지 결과에 공간해상도가 미치는 영향”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22(1),� 23-29� (2014)

송아람,�한유경,�김용현,�김용일

“수정된 IEA기반의 분광혼합분석 기법을 이용한 임상분류”

대한원격탐사학회지,� 20(2),� 219-226� (2014)

김병희,�김용현,�한유경,�최원석,�김용일

“Lndsat-8을 이용한 자동화된 구름 제거 영상 생성”

한국측량학회지,� 32(2),� 133-142� (2014)

염준호,�허용,� 이재빈

“수치지도와 도로명주소지도의 통합 활용을 위한 건물 매칭 부석과 신규

거눌 갱신”

한국측량학회지,� 32(5),� 459-467� (2014)

염준호,�김용일

“토지 피복 세분류를 위한 경지 정리 논 자동 추출”

한국측량학회지,� 32(5),� 443-450� (2014)

김용현,�오재홍,�김용일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ultispectral� Vegetation� Indices�

and� the� Radar� Vegetation� Index"

한국측량학회지,� 32(6),� 607-615� (2014)

■ 프로젝트

[고해상도 인공위성 영상을 위한 자동매칭 방법에 관한 연구]�㈜인터시

스,� 2002/06~2002/12

[LiDAR자료를 이용한 수치지도 제작에 관한 연구]�㈜바투엔지니어링,�

2002/10~2003/01

[멀티센서 공간영상정보 통합처리기술 개발(Hyper~Spectral�영상처리

시스템 개발)]� 가이아3D,� 2004/02~2005/01

[멀티센서 공간영상정보 통합처리기술 개발(Hyper~Spectral�영상처리

시스템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5/06~2005/12

[멀티센서 공간영상정보 통합처리기술 개발(Scale~Invariant� feature�

추출을 통한 위성영상 보정기술 개발)]�한국전자통신연구원,�2006/07~�

2006/11

[RS&GIS�연계 활용기술 개발]�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06/04~2008/01

[공중모니터링 특성 연구를 통한 변화탐지 기술융합 적용 및 초분광영상

변화탐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7/09~2008/08

[공공기술연구회 일반사업/수치 도시 모델 추출 연구]�한국항공우주연

구원,� 2008/03~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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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공간정보공학-GIS/LBS� 연구그룹

지도교수 유기윤

전공분류� 건축설비환경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406호

전    화� 02-880-1355

홈페이지 http://www.spins.or.kr/main_gis.html

■ 연구실소개

� � GIS/LBS연구그룹에서는 실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형지물을 어떻

게 데이터베이스화 하고,�어떻게 공간적으로 분석하며,�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관해 종합적으로 연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최근의 주요 기술개발 분야에는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CAD�설계

도면과의 융합,�위치기반서비스(LBS),�입체사진으로부터의 3차원 정보

추출,�움직이는 대상의 위치결정 등이 포함된다.�

� � 주요한 응용분야로는 국토와 토지관리 정보화,�U-City�건설,�방재,�

건설 정보화 등이 있고 최근에는 RFID나 GPS와 결합하여 위치추적,�

차량항법(Car� Navigation)�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 연구분야

1.� 응용서비스 알고리즘 개발

� -�지형도와 지적도 매칭

� -�네트워크 자동매칭

� -�항공사진과 벡터 자료 자동 매칭

� -�지도 일반화

� -�실시간 위치 스트리밍 및 활용

� -� POI간 관계성 분석

� -� GIS� DB� +� CAD�융합제공

� -�환경/재해정보 +� LBS� 등

2.� 시스템 설계 및 컨설팅

� -� GIS/LBS�관련 시스템 설계

� -�매쉬업 시스템 설계

� -�전문 모델러 설계(ArcGIS)

■ 연구성과

Jiyoung� Kim,� Jaebin� Lee,� Jaewan� Choi,� Kiyun� Yu

"Create� a� Pedestrian�Network� using� Existing� Spatial� Datasets"

LBS� 2010� (The� 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LBS� &�

TeleCartography),� South� China� Normal� University(SCNU),�

Guanshou,� China,20th~22nd� September� 2010

Yoonsik� Bang,� Chillo� Ga,� Kiyun� Yu

"An� Iterative� Process� for� Matching� Network� Data� sets� with�

Different� Levels� of� Detail"

GEOBIA� 2010

양성철,�유기윤

"템플릿 매칭을 이용한 항공사진과 도로 벡터의 Conflation"

2010� 한국측량학회 춘계학술대회

김정옥,�박재준,�유기윤

"상대적 위치를 이용한 지도통합 방법 :� 랜드마크 선정을 중심으로"

2010� 한국측량학회 춘계학술발표회

김기락,�허용,� 유기윤

"내비게이션 지도 건물 갱신을 위한 도로명주소 지도와의 연계 방법에

대한 연구"

2010� 한국측량학회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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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교통공학

지도교수 이청원

전공분류� 교통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305호

전    화� 02-880-7368

홈페이지 http://cee.snu/index.php

■ 연구실소개

� � 현대 경제사회에서의 중시되는 교통은 사람이나 재화의 공간 및 시간

적 장소이동과 관련된 활동과 그 과정 및 절차를 의미한다.�효율적 이동

을 위해서는 육·해·공·지하의 운송수단을 뒷받침하는 도로,�철도,�공항,�

항만 등의 교통시설을 필요로 한다.�

� � 교통공학은 이와 같은 교통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제반 요소 및 요소간

의 관계를 공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안전

하고 효율적이며,�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론적 뒷받침을 하는 학문

이다.�

� � 본 분야는 기존 교통체계 분석 기법의 검증과 새로운 이론의 구축으로

기존 및 장래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를 수행 중이다.�교수분야는 교통류 이론,�첨단교통관리,�지속가능교통,�

지능형교통체계,�도로공학,�비행장공학,�철도공학 등으로,�교통 시설의

계획,�설계 및 운영 등 Hardware�및 Software�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 연구성과

이석준,�이청원

“사업용 자동차의 DTG�설치 단기 효과분석”

한국ITS학회 논문지,� 11(6),� 49~59� (2012)

이미리,�이청원,�김도경

“도시고속도로 공사구간의 적정 완화구간 길이 산정”

대한교통학회지,� 31(4),� 58~66� (2013)

장성훈,�김효승,�이청원,�김동규

“승객 수요 패턴과 역세권의 토지이용 특성을 반영한 도시철도역 첨두시

간 집중률 산정 :�서울시를 대상으로”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3(4),� 1581~1589� (2013)

김명현,�김효승,�김동규,�이청원

“Maximum�Covering�문제와 Weighted�p-Center�문제를 이용한 고

속도로 순찰대 최적입지 결정”

한국ITS학회 논문지,� 12(1),� 43~50� (2013)

이서영,�김철순,�김동규,�이청원

“계층적 군집분석 기반의 Continuous�Risk�Profile을 이용한 고속도로

사고취약구간 선정”

대한교통학회지,� 31(4),� 85~94� (2013)

한진석,�김동규,�김형철,�이청원

“Efficiency� Analysis� on� Bus� companies� in� Seoul� City� using� a�

Network� DEA�Model"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17(6),� 1480~1488� (2013)

양세정,�김수현,�김효승,�이청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형 화물차 좌회전 우선신호 알고리즘 개발”

대한교통학회지,� 31(5),� 60~70� (2013)

곽호찬,�김동규,�고승영,�이청원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고속도로 사고예측모형”

대한교통학회지,� 32(4),� 369~379� (2014)

장성훈,�이용관,�고승영,�이청원

“차로간 Queue�불균형을 고려한 Toll� Plaza� 본선미터링 전략"

대한교통학회지,� 33(1),� 1~13� (2015)

우승국,�Michael� P.� Hunter,� 이청원,� Michael� O.� Rodgers

"Evaluation�of�Traffic�Signal�Control�System�Using�a�System-wide�

Performance�Measure� under� Two-Fluid�Model� Theory"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15(2),� 395~403� (2011



서울대학교 연구실험실

111

연 구 실 교통운영

지도교수 고승영

전공분류� 교통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407호

전    화� 02-880-1447

홈페이지 http://cee.snu/index.php

■ 연구실소개

� � 교통운영은 교통시설의 신설 및 확장과 같은 대규모 투자 없이 기존

교통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최대한 재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법

들을 연구·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 � 교통운영 세부 분야로는 교통류 특성의 기초이론,�교차로 제어 및

운영,�고속도로 운영,�대중교통 운영,�터미널 및 환승센터 운영 등이

있으며,�이와 관련한 교수분야로는 교통운영기초,�신호운영,�지능형교

통체계 등이 있다.�

� � 최근에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량과 차량,�차량과 도로의

실시간 정보교환을 통하여 교통운영의 전략을 다양화하여,�운영효율을

높이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 연구성과

이태헌,�곽호찬,�김동규,�고승영

“고속도로 영업소 구간 안전성능함수 개발”

대한교통학회지,� 33(1),� 81~89� (2015)

장성훈,�이용관,�고승영,�이청원

“차로간 Queue� 불균형을 고려한 Toll� Plaza�본선미터링 전략”

대한교통학회지,� 33(1),� 1~13� (2015)

이은호,�김동규,�고승영,�김효승

“고속도로 혼잡 완화를 위한 구간별 차등요금 부과전략”

대한교통학회지,� 32(6),� 675-685� (2014)

곽호찬,�김동규,�고승영,�이청원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고속도로 사고예측모형”

대한교통학회지,� 32(4),� 369-379� (2014)

오동규,�고승영,�강승모

“지역간 철도의 노선계획 최적화 모형‘

대한교통학회지,� 31(2),� 80~89� (2013)

전재호,�박제진,�김동규,�고승영

"Effects�of�Spatial�Aggregation�Level�on�an�Urban�Transportation�

Planning� Model"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오창석,�이승원,�이인묵,�고승영

“GIS를 활용한 119�구조구급서비스의 도착지체 및 출동배치에 대한

공간분석 :�경상북도 사례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2(1),� 13~22� (2012)

박신형,� John�M.� Bigham,�고승영,�강승모,�김동규

"Geocoding�Vehicle�Collisions�on�Korean�Expressways�Based�on�

Postmile� Referencing"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15(8),� 1435~1441� (2011)

한진석,�김혜란,�고승영

“Analysis�of� the�Efficiency�of�Seoul�Arterial�Bus�Routes�and� its�

Determinant� Factors"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15(6),� 1115-1123� (2011)

한진석,�김혜란,�고승영

“DEA(Data�Envelopment�Analysis)�모형을 이용한 서울시 지서버스

노선의 형평성 분석”

대한교통학회지,� 28(2),� 15~24� (2011)

한진석,�김혜란,�고승영

“유해산출물을 고려한 서울시 간선버스노선의 효율성 평가”

대한교통학회지,� 28(5),� 43~54� (2010)

민근홍,�조미정,�고승영

“신호교차로에서 방향별 지체를 고려한 최적경로탐색 연구”

한국ITS학회 논문지,� 9(3),� 12-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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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교통계획·물류

지도교수 김동규

전공분류� 교통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308호

전    화� 02-880-7348

홈페이지 http://cee.snu/index.php

■ 연구실소개

� � 교통 및 물류시스템은 지역과 국가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 중 하나이다.�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및

물류시스템의 구축은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교통계획·물류 연구실은 안전성,�편리성을 보증하는 지속가능한

교통 및 물류시스템 구축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한다.�

� � 개설교과목으로는 교통계획 및 실험,�교통시스템설계,�교통최적화기

법,�교통망이론,�지속가능교통 특론 등이 있으며,�교통 및 물류수요의

예측,�시스템의 계획 및 설계,�최적 입지 및 규모의 결정,�최적운영기법

의 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연구성과

이태헌,�곽호찬,�김동규,�고승영

“고속도로 영업소 구간 안전성능함수 개발‘

대한교통학회지,� 33(1),� 81~89� (2015)

이은호,�김동규,�고승영,�김효승

“고속도로 혼잡 완화를 위한 구간별 ckemddyra� 부과전략”

대한교통학회지,� 32(6),� 675-685� (2014)

곽호찬,�김동규,�고승영,�이청원

“유전자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고속도로 사고예측모형”

대한교통학회지,� 32(4),� 369-379� (2014)

한진석,�김동규,�김형철,�이청원

"Efficiency� Analysis� on� Bus� Companies� in� Seoul� City� using� a�

Network� DEA�Model“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17(6),� 1480-1488� (2013)

이서영,�김철순,�김동규,�이청원

“계층적 군집분석 기반의 Continuous�Risk�Profile을 이용한 고속도로

사고취약구간 선정”

대한교통학회지,� 31(4),� 85-9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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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구조공학

지도교수 고현무

전공분류� 구조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505호

전    화� 02-880-8325

홈페이지 http://streng.snu/

■ 연구실 소개

� � 본 연구실은 생애주기비용(LCC)�개념에 기반을 둔 구조물의 최적설

계,�진동제어장치의 최적 설계,�전력 시스템의 자연재해에 대한 신뢰성

평가,� 신뢰도 기반 최적 설계 (RBDO:� Reliability� Based� Design�

Optimization)�등 교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 (단장:� 고현무)에 참여하여 LRFD(Load�

Resistance�Factored�Design)기반 시방서 제정 등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 � 대표적 연구성과로는 인천국제공항 관제탑의 진동응답제어기의 설

계,�지진격리교량에 대한 동적해석 및 실교량실험 수행을 통한 도로교설

계기준 내진설계 편의 개정에 기여하였다.�또한,�국내 원전 격납건물

지진피해평가시스템과 지진 및 태풍에 대한 국내 기간전력망의 신뢰도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 �

■ 연구분야

-� LCC�개념 기반의 구조물 최적설계

-�진동제어장치의 최적설계

-�전력시스템의 자연재해에 대한 신뢰성 평가

-� RBDO

■ 연구성과

D.-S.� Kim,� S.-Y.� Ok,� J.� Song� and� H.-M.� Koh

“System� reliability� analysis� using� dominant� failure� modes�

identified� by� selective� searching� technique”

Reliability� Engineering� and� System� safety,� Vol.� 119,� 2013,�

pp.316-331.�

Park,�W.,� Lim,� J.-H.� and� Koh,� H.-M.� Koh

"Estimation� of� Probabilistic� Scenario-based� Design� Load� for�

Extreme� Events"

KSCE� Journal�of�Civil� Engineering,�Vol.�17,� Issue� 3,�2013,� pp.�

594-601.

Koh,� H.-M.,�W.� Park� and� J.� F.� Choo

"Lifetime� design� of� long-span� bridges"

Structure�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Published� online,�

DOI:10.1080/15732479.2013.769013,� 05�Mar� 2013.�

■ 프로젝트

[대형 목조건축물 구조요소개발 –�목조교량 구조설계기준 분석 결과를

활용한 목조교량 설계기준(안)� 개발]� 국립산림과학원,� 2012.03-�

2012.11

[하이브리드 공법을 이용한 목조교량 기술개발 -�집성재 트러스를 활용

한 목조교량 구조설계기술 개발]�국립산림과학원,�2011.03-�2011.11

[하이브리드 공법을 이용한 목조교량 기술개발 -�목조교량 구조설계기

술 개발 및 구조별 시공성 평가]�국립산림과학원,�2010.03-�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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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구조설계

지도교수 김호경

전공분류� 구조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404호

전    화� 02-880-7365

홈페이지 http://bridge.snu

■ 연구실소개

� � 장대교량 설계의 핵심기술은 강풍에 대한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

냐에 달려 있다.�1940년 타코마 교량이 바람에 의해 붕괴사고를 경험한

후 항공분야의 내풍 기술이 교량에 급속히 접목되기 시작하였다.�

� � 본 연구실은 난류에 의한 거스트 진동,�불안정 플러터 거동,�와류에

의한 진동에 대한 공탄성 해석뿐만 아니라 소형 및 대형 풍동을 활용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한다.

� �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주파수 및 시간 영역 버페팅 해석 툴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장대교량의 동적풍하중을 평가하고 있으며,�이미 다수 교량

의 적용사례를 갖고 있다.�이와 더불어 2차원 및 3차원 풍동실험을 통한

장대교량의 내풍 안정성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특히 대칭 켄틸레버

공법으로 가설되는 사장교는 풍진동에 취약하므로 내풍 안정화 케이블

이나 TMD�등의 제진법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연구 및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

� � 대표적 연구 성과로는 GS건설에서 시공한 목포대교(주경간길이

500m�합성형 사장교)의 풍환경 평가,�내풍 안정화 케이블 설계,�3차원

전교모형 실험 검증 등을 들 수 있으며 15여개의 사장교 및 현수교의

내풍설계에 참여하였다.� 또한 현재 쿠웨이트에서 진행 중인 Sheikh�

Jaber�Al-Ahmad�Al-Sabah�Causeway�Project에 참여하여 교량 내풍

안정성 평가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케이블교량의 계획과 설계

-� STRUCTURAL� HEALTH�MONITORING,�MAINTENANCE,� AND�

EVALUATION

-�극한상태 구조물 성능평가 기술

■ 연구성과

Sungjoong� Kim� and� Ho-Kyung� Kim

"Wake� galloping� phenomena� between� two� parallel/unparallel�

cylinders"

Wind� and� Structures,� Accepted(2014)

Jinwook�Park,�Kilje� Jung,�Yun�Hwa�Hong,�Ho-Kyung�Kim,�Hae�

Sung� Lee

"Exact� Enforcement� of� the� Causality� Condition� on� the�

Aerodynamic� Impulse� Response� Function� using� a� Truncated�

Fourier� Series"

Journal� of� Engineering� Mechanics,� ASCE,� On-line� published�

(2014)

■ 프로젝트

[Causeway� Project]� 2013.7~

[Jido-Imja� Bridge]� 2013.2~2014.3

[Cause� and� Effect� of� VIV� in� Jindo� Br.]� Hyundai,� 2011~2012

[Yeonggwang� cable-stayed� Br.]� POSCO/DM� Eng.,� 2011~2012

[Hwayang� cable-stayed� Br.]� Hyundai,� 2012

[Ulsan� suspension� bridge]� Hyundai.� 2011~

[HwaMyeong� cble-stayed� Br.]� Hyundai� 2008

[Mokpo� cable-stayed� Br.]� GS,� 2008~2011

[Sepung� cable-stayed� Br.]� BNSE,� 2006

[2nd� Dolsan� cable-stayed� Br.]� Daerim/Yooshin,� 2005

[Jeonjucheon� cable-styed� Br.]� Daewoo/Yongma,� 2006

[Incheon� cable-stayed� Br.]� Samsung,� 2003~2005

[Geoga� cable-stayed� Br.]� Daewoo/DM

[Dolsan-Hwatae� cable-stayed� Br.]� Hanjin/Yoosh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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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구조신뢰성

지도교수 송준호

전공분류� 구조신뢰성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403호

전    화� 02-880-7369

홈페이지 � http://systemreliability.wordpress.com�

■ 연구실소개

� � 복잡한 현대사회의 중추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각종 건설 환경 시스템

과 그 외부환경에는 다양한 종류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이러한 불확실

성을 통계적으로 모델링하고,�이를 바탕으로 건설 환경 시스템의 신뢰성

을 확률적으로 평가하고 예측하는 것은 사회기반 인프라의 계획,�설계,�

시공,�수리,�유지보수 등에 관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 � 본 연구실은 (1)�복잡한 건설 환경 시스템의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신뢰성 해석을 위한 첨단 신뢰성 이론과 방법론 개발,�(2)�유한요소해석

등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신뢰성해석의 결합을 바탕으로 한 구조물의

최적 설계법 개발,�(3)�가스,�수도 등 복잡한 사회기간망의 재해 시 성능

과 신뢰성을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론 개발과 실시간 해석에의 적용,�

(4)�지진하중의불확실성을고려한구조물의추계학적진동해석(Random�

Vibration� Analysis)과 내진설계에의 적용 등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Structural� Reliability

-� Reliability� of� Complex� Systems

-� Stochastic� Structural� Dynamics

-� Performance� of� Lifeline� Systems

-� Systematic� Treatment� of� Uncertainties

-� Earthquake� Engineering

-� Probabilistic� Structural� Mechanics

-� Probabilistic� Strength� Models

■ 연구성과

Chun,� J.,� J.� Song,� and� G.H.� Paulino� (2015)�

“Parameter� sensitivity� of� system� reliability� using� sequential�

compounding� method”

Structural� Safety.� Vol.� 55,� 26-36.

Lim,� H.-W.,� J.� Song,� and� N.� Kurtz� (2015)�

“Seismic� reliability� assessment� of� lifeline� networks� using�

clustering-based�multi-scale�approach”�Earthquake�Engineering�

and� Structural� Dynamics.� Vol.� 44(3),� 355-369.

Chetchotisak,�P.,�J.�Teerawong,�S.�Yindeesuk,�and�J.�Song�(2014)

“New� strut-and-tie-models� for� shear� strength� prediction� and�

design� of� RC� deep� beams”

Computers� and� Concrete.� Vol.� 14(1),� 19-40.

Lee,� Y.-J.,� and� J.� Song� (2014)

“System� reliability� updating� of� fatigue-induced� sequential�

failures”

ASCE�Journal�of�Structural�Engineering.�Vol.�140(3),�04013074-�

1~16.

■ 프로젝트

[Structural�optimization�for�buildings�under�stochastic�excitation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Co-PI:� Glaucio� Paulino),� 2012~

[Time-varying,�multi-scale�adaptive�system�reliability�analysis�of�

lifeline� infrastructure� networks]�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2012~

[Risk-informed� management� and� post-disaster� operations� of�

lifeline� networks� by� rapid,� condition-based� system� reliability�

analysi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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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구조진동

지도교수 김재관

전공분류� 구조진동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313호

전    화� 02-880-8387

홈페이지 http://cee.snu/index.php

■ 연구실소개

� � 구조진동 연구실은 지속적으로 지진공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석적

연구와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주요 연구주제는 (1)�교각의 내진

설계 및 보강에 관한 연구,� (2)�지반-구조물 상호작용과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3)�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설계지반운동에 관한

연구,� (4)�고건축물의 지진거동실험을 통한 역사지진의 정량적 평가,�

(5)�하이브리드 실험기법의 개발,� (6)�구조물의 손상탐지 기법 개발

등이다.�

� � 최종적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진 시 교량이나 건물과 같은 구조물

의 거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내진

설계 기법을 개발하는데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2004년부터는 ‘분산공

유형 건설연구인프라 구축사업’이 시작되어 이와 관련된 연구도 활발히

수행 중에 있다.�

� � 하이브리드 실험기법의 개발과 병행하여 초고속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실험기법과 원격모니터링 기법을 개발하여,�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고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연구분야

-� 교각의 내진설계 및 보강

-�지반-구조물 상호작용과 유체-구조물 상호작용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설계지반운동

-�고건축물의 지진거동실험을 통한 성사지진의 정량적 평가

-�하이브리드 실험기법의 개발

-�구조물의 손상탐지 기법 개발

■ 연구성과

이진호,�김재관,�홍기증

“지반의 고유진동수에 따른 면진 원전 격납건물의 지진응답특성”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17(6),� 245~255,� 2013

이진호,�진병무,�김재관,�배경태

“기하 비선형과 항력 효과를 고려한 해상풍력발전기의 지진응답해석”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17(6),� 257~269,� 2013

이진호,�이상봉,�김재관

“유체-구조물-지반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상풍력발전기의 지진응답해

석”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16(3),� 1~12,� 2012

이진호,�김재관

“댐-호소계 비선형 지진응답의 직접시간영역 해석기법”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14(3),� 11~22,� 2010

이진호,�김재관,�류정수

“u-w�정식화에 근거한 지하수로 포화된 가로등방성층상지반에서의�3차

원 전달경계”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13(6),� 67-8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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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구조해석

지도교수 이해성

전공분류� 구조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408호

전    화� 02-880-8388

홈페이지 http://strana.snu/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엔지니어링 의미에서 구조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기계적

행동을 관찰 할 수 있다.�최근에,�"시스템 식별 방식",�"정규화 방식"및

구조 "손상 검출 방식"은 예의 검토되었고,�많은 방식들에 대한 흥미로

운 결과가 얻어졌다.�케이블 연결 구조,�더미 게재 위치의 최적 설계,�

접혀 판 3D�분석의 비선형 분석 연구되어 왔다.�즉 엄격한 솔루션 방식

이 개발되고 있다.�또한 SEA-SNU,�윈도우 98에 GUI와 프레임 구조에

대한 구조 분석기가 개발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 � 구조 분석 실험실에서 성공적으로 졸업 연구를 위해,�수학,�물리학,�

역학과 구조 분석에 강한 배경이 필요하다.�

■ 연구분야

1.� System� Identification� and� Regularization� Technique

� -� Identification�of�geometric�shapes�and�material�properties�of� �

inclusions� in� two� dimensional� bodies

� -� Determination� scheme� of� optimal� regularization� parameter�

in� nonlinear� system� identification

� -� L1-Regularization� technique� for� system� identification� of� � � �

structures

� -� Time�Domain� System� Identification� for� estimating� damping� �

and� stiffness� properties� in� structures

� -� Excavation� inverse� analysis� for� identifying� plastic-material� �

properties

2.� Structural� Damage� Assessment

� -� Damage� assessment� of� the� framed� structures� from� static� �

responses� with� statistical� approach.

� -� Damage� detection� of� the� framed� structures� using�modal� �

responses

� -�Damage�detection�of�the�framed�structures�using�time�domain�

system� identification

� -�Damage�detection� in�continuum�structures�by�plastic�system� �

identification� technique� with� static� responses

3.� Geometric�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 -� Initial� equilibrium� state� analysis� of� cable� structure� by� � � � � �

Newton-Raphson�method

4.� Optimal� Design

� -�Optimal�pile�placement�for�minimizing�differential�settlements� �

in� piled� raft� foundation

5.� Dynamic� Analysis� of� Periodic� Structures

� -� Multiply� supported� pipeline� under� seismic� wave� excitation

■ 연구성과

Yu� Jin� Lee,� Seung� Han� Lee,� Hae� Sung� Lee

"Reliability� Assessment� of� Tie-Down� Cables� for� Cable-Stayed�

Bridges� Subject� to� Negative� Reactions:� Case� Study"

Journal� of� Bridge� Engineering,� � 04014108,� 2014.10.

Jinwook�Park,�Kilje� Jung,�Yun�Hwa�Hong,�Ho-Kyung�Kim,�Hae�

Sung� Lee

"Exact�Enforcement�of�the�Causality�Condition�on�the�Aerodynamic�

Impulse� Response� Function� Using� a� Truncated� Fourier� Series"

Journal�of�Engineering�Mechanics,� �Vol.�140,�No.�5,�04014017,�

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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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콘크리트구조

지도교수 조재열

전공분류� 구조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312호

전    화� 02-880-1522� �

홈페이지 http://concrete.snu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콘크리트 구조 프로그램으로 철근 콘크리트 (RC)�및 철

근의 고급 구조 설계 /�분석 분야의 다수를 포함 교량,�터널,�datms,�

지하 구조물과 토목 인프라에서 사용되는 구조 재료를 연구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고강도 강철 보강 고성능 콘크리트 구조 콘크리트 디자인

-�지진 하중을받는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비선형 분석

-�다양한 환경에 노출 된 콘크리트 구조 시스템의 내구성 평가

-�설계 및 개발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구조

-�하이브리드 구조 테스트 및 사이버 인프라는 IT를 사용

■ 연구성과

S-C� Lee,� J-HOh,� J-Y� Cho

“Compressive�Behavior�of�Fiber�Reinforced�Concrete�with�End-�

Hooked� Steel� Fibers"

Materials,� accepted,� 2015.

H.� Park,� J-Y� Cho

“Bond-Slip-Strain� Relationship� in� Transfer� Zone�of�Pretensioned�

Concrete� Elements”

ACI� Structural� Journal,� D000-00:� 000-000,� March.� 2015.

P.� Mahrenholtz,� J-M� Park,� J-Y� Cho

“Monotonic� and� Cyclic� Behaviour� of� Isolated� FRP� Anchors�

Loaded� in� Shear”

Composites� Part� B:� Engineering,� 72,� 72-79,� April.� 2015.

S-C� Lee,� J-Y� Cho,� F.� J.� Vecchio

“TensionStiffening� Model� for�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Containing� ReinforcingBar”

ACI� Structural� Journal,D111-S03:� 717-720,�May� 2014.

S-C.� Lee,� J-H� Oh,� J-Y� Cho

“Fiber�Orientation�Factor�on�a�Circular�Cross-Section� in�Concrete�

Members”

Journal� of� the�Korea�Concrete� Institute,� 26-3:� 307-313,� June.�

2014� (in� Korean)

■ 프로젝트

[극한상태 구조특성 실험시설 구축 (1차년도)]�국토해양부 2013.12-�

2014.10

[하이브리드 교량 접합부의 최적 설계 (1차년도)]�교과부 2013.11-�

2014.10

[영광-해제 도로건설공사 대안설계 용역]� 평화엔지니어링(현대건설)�

2011.12-� 2012.11

[고성능 재료기술을 반영한 프리캐스트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성능향상기술 개발 및 표준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11.09-�

2014.07

[원전 구조물의 고강도 철근 적용 기술개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1.07-2014.06

[화양-적금(2공구)� 도로건설공사 기본설계 T/K� (내구성 및 수화열해

석)]� 국토해양부 용역(현대엔지니어링)� 2011.03-2011.10

[강섬유보강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석모델 개발 (기초연구사업/일반

연구자지원사업)]� 교육과학기술부 2010.05-2013.04

[강합성 사장교의 선형관리용 해석 프로그램 개발]�대우건설 2009.12-�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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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시설계

지도교수 권영상

전공분류� 건축계획 및 설계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413호

전    화� 02-880-8200

홈페이지 http://udl.snu/

■ 연구실소개

� � 도시설계연구실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 환경공학부에 속해있는

도시공학 전공 대학원 연구실 중의 하나이다.

� � 도시설계는 도시계획의 정책적,�물량적,�포괄적인 규제와 이를 통한

계획이 가지는 단점,�그리고 건축의 개별 필지위주개발이 가지는 지구전

체적 고려의 부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구체적 역할

을 담당하는 분야이다.

� � 또한 도시계획과 건축의 중간적 입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물량위주

로 개발되어 왜곡된 도시공간의 구조,�비효율적인 도시형태,�비인간적

이고 쾌적하지 못한 도시의 장소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도시설계연구실에서는 도시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하고 인

간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 �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곳 도시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안타

까워한다.�또한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높은 건물을 세우고 길을 넓히며,�

아름다운 정원을 가꾼다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 문제다.�바로 이 때문에

도시설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 연구분야

기본적으로 3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은 새롭고 바른 도시의 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되살펴 보는 것이

다.�바른 도시의 이상을 생각하고,�또 도시가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자 한다.

둘째로,�새롭게 발생할 도시의 계획과 설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그

동안에도 많은 주택과 이를 담기위한 신도시들이 계획되었고 앞으로도

새로운 도시공간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이런 변화들이 보다 바람직하고

인간과 자연을 위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에 대해

서 연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도시공간들을 보다 바른 곳으로 만들기 위해 도시공

간을 진찰하는 의사가 되어 이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 연구성과

김희철

보행시간 및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형태 요인

양승호

도시 공간에서의 소득에 따른 분리가 거주민의 사회통합 의식에 미치는

영향

고은정

근린환경이 사회적 다양성과 동네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를 대상으로

원종준

개발도상국에서의 ODA를 통한 인프라 자본 축적 및 도시화 과정과

경제성장의 관계

이훈

고령화 계층의 주거소비 및 주거입지 변화에 관한 연구

■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011.07~2012.12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성장 패턴에 관한 연구]�2009.05~�

2012.04

[도시재생사업단 입체복합 공간 개발]� 2007.10~2012.04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을 위한 신도시 지속가능성 평가연구]�2010.04~�

2010.12

[도시개발 유형에 따른 강 중심의 수변도시 모델 구상]� 2010.01~�

2010.06

[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 기술연구]� 2009.03~2010.02

[베트남 하이퐁신도시개발 세부마스터플랜 수립사업 PMC용역(개발전

략수립)]� 2007.12~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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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시계획

지도교수 정창무

전공분류� 도시계획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414호

전    화� 02-880-9393

홈페이지 http://uplab.snu/

■ 연구실소개

� � 오늘날 현대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국토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야기된 인구 집중,�교통 혼잡,�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는 적절한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글로벌 경제 체제 하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국가와 도시,�지역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노력

도 중요시 된다.�

� � 도시계획은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사전적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인 학문 분야다.�현재 도시계획연구실은 입체복합개발

의 사업화 모델 개발,�해외도시개발 제도개선,�통일에 대비한 북한 인프

라 구축,�고덕국제화계획지구 특화계획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 최근 본 연구실 졸업생들의 진출분야는 정부 및 지자체 산하의 연구기

관,� 민간의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금융 기업 등 다양하다.

■ 연구분야

도시계획

■ 프로젝트

[건설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해외 설계기술 고급인력 양성]�국토

교통부 ,� 2013.12~2014.12

[한국형 해외도시개발 패키지 사업모델 개발 연구용역]�한국토지주택공

사,� 2013.07~2013.12

[업종별 업소밀집지수 기초모형개발 연구]�소상공인진흥원 ,2013.06~�

2013.08

[FED�부지 처분전략 연구용역]� 국방부,� 2013.05~2013.10

[규모-유형별 상권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매출액 예측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2차년도/3년과제)]�교육부,� 2013.05~2014.04

[글로벌 톱 5� 서울 그랜드 플랜구상]� 대한건설협회,� 2013.01~�

2013.08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제안서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지방자치단체,� 2012.08~2012.10

[지속가능한도시개발을위한기초연구]�(재)한샘드뷰연구재단,�2012.05~�

2012.12

[규모-유형별 상권 분석 시스템 구축 및 매출액 예측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교육과학기술부,� 2012.05~2013.04

[도심재생 사업화 모델 종합 TB�적용 방안]� 국토해양부,� 2012.04~�

2013.04

[<2단계 BK21사업 7차년도>�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기반건설 사업

단]�교육과학기술부/서울대발전기금,� 2012.03~2013.08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북한 경제자활 및 통일 후 인구이동 안정화

를 위한 도시생명선 구축에 관한 연구)]�통일부,�2012.01~2012.10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예비타당성조사]�한국개발연구원,�2011-12~�

2012-08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예비타당성조사]�한국개발연구원,�2011-12~�

2012-08

[해외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수립 및 제도개선 연구]�국토해

양부,� 2011-09~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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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지도교수 김영오

전공분류� 수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405호

전    화� 02-880-8916

홈페이지 http://ccawr.snu/

■ 연구실소개

� � 기후변화적응 수자원연구실은 통계 및 확률이론에 근거한 수자원 전

망과 수자원 시스템의 효율적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와 엘니뇨/라

니냐 등의 기후변동이 우리나라 수자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도 진행 중이다.�또한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를 리스크 이론으로 해석

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연구도 다루고 있다.�

■ 연구분야

-� ESP

-� SSDP

-� Hydrologic� Forecasting

-� Climate� Varlability� Change

-�Water� Resources� Systems

■ 연구성과

Yongwon� Seo.,� Yong-Ho� Seo.,� and� Yong-Oh� Kim.� (2015)

“Behavior� of� a� Fully-Looped� Drainage� Network� and� the�

Corresponding� Dendritic� Networks.”�

Water,� no.7,� pp.� 1291-1305.

Yongwon� Seo,� Sun� Young� Park,� and� Young-Oh� Kim� (2015)

"Potential�Benefits� from�sharing�Rainwater�Storages�Dependi."

Water.� vol.� 7,� pp.� 1013-1029.

류영,김영오 (2013)

“기후변화 불확실성을 고려한 수자원계획:실물옵션에 관한 연구.”�

한국기후변화학회 하반기학술대회.�

■ 프로젝트

[제 2차 한국기후변화 평가보고서 발간]�국립환경과학원,� � 2012.3~�

2012.11

[도림천 상류 저류조 설치 및 빗물 관리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2012.2~2012.7�

[기후변화에 따른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수해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2011.10~2012.2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불확실성이 수질예측에 미치는 영향]�한국환경정

책평가연구원,� 2011.3～2011.9�

[국가 가뭄재해 정보시스템 시범 개발(2차년도)]� 소방방재청주관,�

2009.10～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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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연안환경

지도교수 황진환

전공분류� 지반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509호

전    화� 02-880-7346

홈페이지 http://cesl.snu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유체역학,�수리학 및 물리해양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융복

합적 시각에서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가 사람 사는 세상과 함께

아름답게 성장 발전 하는 데 조금이나마 학술적 기여를 하고자한다.� �

� � 더불어,�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하여 학문을 통한 인류에 기여라는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 연구분야

-�Echophysics�&� Fundamental� Fluid�Mechanics� :�이 주제는 유체

내에서의 성게의 수정과정,� 플랑크톤의 수체에서의 이동현상 등의

Echophyics�를 황진환 교수님이 박사 후 과정을 보낸 University�of�

New� England/University� of� South� Florida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연구로,�현재는 Phil�Yund�교수와 Hidekatzu�Yamazaki�교수 등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기초 유체역학 부분에서는 주로 연안의

수리학적 현상을 좀 더 근본적인 유체역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

하는 연구로써 FVCOM/SUNTANS/ROMS등의 연안수리학 모델과

FLUENT/OpenFOAM등의 CFD방법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

며 Albert�Scotti�교수의 LES�모형을 기반으로 SNULES라는 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 �

-�Environmental�Policy�&�Economics� :�이 주제는 기후변화/지속가능

한 사회 등에 대한 인류와 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측면에서 개발된

연구 분야로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연안부분과 해양수산부의 기후변화

종합대책의 근간을 제공하고 수립에 참여하는 사회과학적 연구주제이

다.�역시 우리나라 최초로 해수면 상승에 의한 경제적 피해비용 산출,�

홍수 피해액을 바탕으로 한 기상변화 등 환경경제학과 자연과학을 공

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고,�현재는 System�Dynamics�기반

의 환경 및 방재부분에서의 Supply�Chain�Management�관점의 국

가�공급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성과

Jang,� D.M.,� Hwang,� J.H.,� Kim,� Y.H.,� 2014

“The� effects� of� hydrological� and�morphologic� changes� on� the�

potential� energy� anomaly� distribution� and� the� stratification� in�

the� coastal� zone”�

submitted� to� Estuarine,� Coastal� and� Shelf� Science.

Kim,� Y.H.,� Kim,� T.B.,� Hwang,� J.H.,� 2014

“Reverse� tidal� straining� in� the� micro� tidal� estuary”

Submitted� to� the�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Chang,� Y.S.,� Hwang,� J.H.,� Park,� Y.G.,� 2014

“Sensitivity�of�sediment�suspension�to�the�flow�unsteadiness�over�

a� ripple� bed”

submitted� to� the� Journal� of� Hydro-Environment� Research.

Chang,� Y.S.,� Park,� Y.G.,� Hwang,� J.H.,� 2014

“Suspension�of� sediment�particles�over�a�ripple� in�an�unsteady�

flow”

Online�published�by�the�Journal�of�Hydro-Environment�Research.

Park,� Y.G.,� Kim,� H.Y.,� Hwang,� J.H.,� 2014

“Dykes�effects�on�tidal�circulation�around�Saemangeum,�Korea”

Online� published� by� the�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Journal

Hwang,� J.H.,� Van,� S.P.,� Kim,� Y.H.,� Choi,� B.J.,� 2014

“The� physical� processes� of� Yellow� Sea”

Accepted� to� the� Ocean� and� Coastal� Management

Chang,� Y.S.,� Hwang,� J.H.,� Park,� Y.G.,� 2014

“Numerical�Simulation�of�sediment�particles� released�at� the�edge�

of� the� viscous� sublayer� in� steady� and� oscillating� turbulent�

boundary� layers“�

Online�published�by�the�Journal�of�Hydro-Environment�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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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전산유체동역학

지도교수 Van� Thinh� Nguyen

전공분류� 수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309호

전    화� 02-880-7355

홈페이지 http://cfdlab.snu

■ 연구실소개

� � 전산 수학,�유체 역학,�프로그래밍 및 고성능 컴퓨팅 (HPC)의 조합이

다 전산 유체 역학 (Computational�Fluid�Dynamics)는 유체 역학의

거의 모든 지점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학적 호기심에서 성장했다.�

CFD�연구소는 계산,�분석,�최적화 및 환경에서의 유체 흐름과 수송 과

정,�유역 (채널,�강,�호수,�하구 등)�및 해양의 예측을 위한 효율적인

수치 도구의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 이 연구 주제는 다른 분야 (수학,�물리학,�생물학,�환경,�해양,�수자원

등)에서 과학자를 유치하고 부서 및 연구 서울 대학교 내 센터뿐만 아니

라 사이에 협력 할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학제 다른 대학,�연구 기관
및 업계와.�랩 역시 교육 및 연구가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있는

환경을 제공하며,�수학적 모델링의 국경을 발전에 HPC의 기능을 이용할

것이다.

■ 연구분야

-� GIS-based� watershed� and� water� quality� model�

-� Numerical� GIS-based� tool� for� flood� control�

-� 3D�numerical� simulation�of� turbulent� flow� in� open� channels� �

� � &� rivers�

-�Numerical�Modeling� for�Stratified� Flows,� Internal�Waves�and� �

� � Mixing� Processes� in� Great� Lakes,� Estuaries� and� Oceans�

-� Ocean�Modeling�

-� Multiphase� flows� and� transports� in� porous� media:�

Groundwater� � � � modeling�

-�Numerical�Simulation�of�Sediment�Transport�and�Bed�morphology�

■ 연구성과

V.� Th.� Nguyen

"3D� Numerical� Computation� of� Free� Surface� Flows� over�

Hydraulic� Structures� in� Natural� Channels� and� Rivers"

Journal� of� Applied�Mathematical� Modeling,� 2015

V.� Th.� Nguyen,� Carlos� Serrano�Moreno� and� Siwan� Lyu

"Numerical�Simulation�of�Sediment�Transport�and�Bedmorphology�

around� Gangjeong�Weir� on� Nakdong� River“

KSCE�Journal�of�Civil�Engineering,�Springer,�DOI�10.1007/s12205-�

014-1255-y,� 2014

Quoc�Viet�Tran,�Huy�Tuan�Nguyen,�Van�Thinh�Nguyen�and�Duc�

Trong� Dang

"A� general� filter� regularization� method� to� solve� the�

three-dimensional� Cauchy� problem� for� inhomogeneous�

Helmholtz� equations:� Theory� and� Numerical� Simulation"

Journal� of� Applied�Mathematical� Modeling,� 2014

Huy� Tuan� Nguyen,� Quoc� Viet� Tran� and� Van� Thinh� Nguyen

"Some� remarks� on� modified� Helmholtz� equation� with�

inhomogeneous� source"

Journal� of� Applied�Mathematical� Modeling,� 2012

Van� Thinh� Nguyen,� Lian� Zhao� and� R.G.� Zytner

"Three-Dimensional�Numerical�Model�for�Soil�Vapour�Extraction"

Journal� of� Contaminant� Hydrology,� 2013

Myung� Eun� Lee,� Gunwoo� Kim� and� Van� Thinh� Nguyen

"Effect� of� local� refinement� of� unstructured� grid� on� the� tidal�

modeling� in� the� south-western� coast� of� Korea"

Journal� of� Coastal� Research,� Special� Issue� No.� 6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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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해안공학

지도교수 서경덕

전공분류� 해안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303호

전    화� 02-880-8760

홈페이지 http://coasteng.snu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소는 다양한 물 파도 문제 및 해안 구조물과의 상호 작용을

연구.�특히,�우리는 웨이브 변형,�구멍 벽 구조 및 해안 구조물의 신뢰성

기반 설계에 대한 연구 수행 중에 있다.

� � 깊은 바다에서 생성 된 파도,�굴절 회절 얕은 해안에 반영된다.�우리는

해석과 수치 적으로 이러한 웨이브 변형에 공부한다.�구멍 뚫린 벽 구조

는 반사 파도 에너지 소비에 의해 전송 된 파도를 감소시킨다.�이러한

구조는 물의 순환을 허용하기 때문에,�항만 내의 수질 개선이 기대된다.� �

수치 모델링 및 실험실 실험 측을 연구하고 있다.�해안 구조물의 신뢰성

기반 설계는 결정 론적 방법하지만,�확률 이론되지를 기반이기도 하다.�

이 방법에서는,�로딩 및 관련된 강도 변수 불확실성 구조 설계를 최적화

하거나 구조의 설계를 통해 간주된다.

■ 연구성과

Kim,� S.� -W.,� Suh,� K.� -D.,� Burcharth,� H.� F.� (2010)

"Estimation�of�partial�safety�factors�and�target�failure�probabiltiy�

based� on� cost� optimization� of� rubble� mound� breakwaters."

Journal�of�Koean�Society�of�Coastal�and�Ocean�Engineers�22(3),�

191-201�

Kim,� Y.�W.,� Suh,� K.� -D.,� Ji,� C.� -H.� (2010)

"Estimation�of� firction�coefficient� in�permeability�parameter�of�

perforated� wall� with� vertical� slits."

Jounal�of�Korean�Society�of�Coastal�and�Ocean�Engineers�22(1),�25-33

Kim,� S.� W.� and� Suh,� K.� D.� (2009)

“Exceedance�probability�of�allowable�sliding�distance�of�caisson�

breakwaters� in� Korea.”

Journal�of�Korean�Society�of�Coastal�and�Ocean�Engineers�21(6),�

4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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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환경수리학

지도교수 서일원

전공분류� 수리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310호

전    화� 02-880-7345

홈페이지 http://ehlab.snu

■ 연구실소개

� � 환경수리학(Environmental�Hydraulics)은 지표면,�그리고 하천,�호

수,�해양 등 자연수체에서 인간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의

해석 및 제어에 관련된 물의 운동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 � 환경수리학은 크게 오염물질의 확산 및 혼합거동의 해석,�제트흐름을

이용한 오염물질 방류기술 연구,�열과 밀도의 연직분포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층흐름의 해석 등의 분야로 구분된다.�

� � 본 연구실에서는 유체역학과 수리학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복잡한

자연하천이나 하구에서의 흐름 및 오염 확산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

한 실험과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이를 기반으로 동수역학적

수리현상을 쉽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RAMS(River� Analysis� and�Modeling� System)을 개발하고 있다.�

� � 이 밖에 하천 및 댐 구조물의 설계 및 해석,�3차원 하천 정보화 시스템

구축,�온배수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한 해양 방류시스템의 설계 등 다양

한 분야에 걸쳐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 연구분야

-� 하천해석 및 설계

-�확산 및 분산모델

-�하천 수질 모델링

-�해양 방류 기술

■ 연구성과

Seo,� I.�W.,� Choi,� H.� J.,� Kim,� Y.� D.,� and� Han,� E.� J.

“Analysis�of�Two-dimensional�Mixing� in�Natural�Streams�Based�

on� Transient� Tracer� Tests,”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014,� (submitted)

Song,� C.� G.,� and� Seo,� I.� W.

“Numerical� Computation� of� Unsteady� Flow� Caused� by� the�

Semi-diurnal� Current� at� the� Tidal� Reach� of� the� Han� River,�

Korea,”Journal� of� Civil� Engineering,�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2014,� (accepted)

Kim,� S.� E.,� and� Seo,� I.� W.�

“Artificial�Neural�Network�Ensemble�Modeling�with�Conjunctive�

Data� Clustering� for� Water� Quality� Prediction� in� Rivers,”�

Journal� of� Hydro-environment� Research,� 2014,� (submitted)

Kim,� S.� E.,� and� Seo,� I.� W.�

“Artificial�Neural�Network�Ensemble�Modeling�with�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Streamflow� Forecasting,”

J.� of� Hydroinformatics,� 2014,� (accepted)

Park,� I.,� Seo,� I.�W.,� Kim,� Y.� D.,� and� Mun,� H.� S.

“Analysis�of�Floating�Pollutant�Mixing�Using�Lagrangian�Particle�

Tracking� Technique� in� Natural� Streams,”

Environmental� Fluid�Mechanics,� 2014,� (submitted).�

Seo,� I.� W.,� and� Song,� C.� G.

“Dispersion� of� Negatively� Buoyant� Effluent� Jetted� from� ORV”

Journal�of�Civil�Engineering,�Korean�Society�of�Civil�Engineers,�

2014.� 10� (on-line).

■ 프로젝트

[지피에스 부자를 이용한 라그랑지안 입자추적 실험의 분석방법]서일

원,� 문현생,� 장주형,� 정재훈,� 김경현,� 박인환,� 김영도,� 특허 제

10-1493969호,� 2015.� 2.� 10

[임계마름수심 기법을 이용하여 마름/젖음 조건의 부여를 통해 2차원

천수흐름을 해석하는 방법]� 서일원,� 송창근,� 신재현,� 특허 제

10-1487846호,� 2015.� 1.� 23

[연산자 분리기법을 이용한 2차원 입자분산모형을 통해 오염물질의 혼

합을 해석하는 방법]�서일원,�박인환,�특허 제 10-1479182호,�2014.�

12.� 29

[2차원 천수흐름 수치모델링에서 고체경계면에 부분활동조건을 부여하

는 방법]� 서일원,�송창근,�특허 제 10-1206368호,� 2012.� 11.� 23

[하천에서 연직방향 유속분포식을 이용한 텐서형 분산계수 산정방법]�

서일원,�박인환,�특허 제 10-1194610호,� 201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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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반공학

지도교수 정충기

전공분류� 지반조사 및 토질역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409호

전    화� 02-880-7347

홈페이지 http://geolab.snu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흙의 역학적 특성 평가와 연약 지반의 거동 평가,�

그리고 지반공학적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실내 시험과 수치해

석,�그리고 GIS�기법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흙의 역학적

거동에 관련된 것으로는 디지털 이미지 해석 기법과 수치 해석을 통하여

평면 변형률 조건에서의 사질토 입자들의 거동을 연구하고 있으며,�연약

지반 분야에서는 일정 변형률 압밀 시험과 압밀시 점토 입자의 횡방향

거동을 연구하고 있다.�또한 지반공학적 정보화 분야에서는 GIS기반

지진계측 관리 및 피해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지반 조사정보

및 관련 현장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분석할 수 있는 GIS�기반의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 � 최근에는 실내말뚝모형시험을 통한 해상풍력기초의 횡방향 지지거동

분석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연구성과

박가현,�김지영,�정충기,�김경석

“깊이별 지반특성변화가 강우침투에 의한 사면표층 파괴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반공학화논문집,� 30(6),� 41~49� (2014)

김한샘,�김정준,�정충기

“수치지도를 활용한 탄성파탐사 자료와 시추조사 자료의 지구통계학적

통합 분석”

한국지반환경공학회 논문집,� 15(3),� 65~74� (2014)

김한샘,�김준영,�김광래,�정충기,�김민기

“해상기초 설계를 위한 시추조사와 물리탐사 자료의 지구통계학적 통합

분석”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8(5),� 109~120� (2012)

김한샘,�장인성,�정충기,�유승훈

“항만지역의 지반증폭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지진피해 평가방안 수립”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8(5),� 55~65� (2012)

김준영,�장의룡,�정충기

“흙의 변형 측정을 위한 디지털 이미지 해석 기법의 최적화 및 정확도

평가”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7(7),� 5~16� (2011)

최승호,�김한샘,�유승훈,�정충기,�장인성

“항만 구역 지진피해예측 평가방안에 관한 예비 연구”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15(3),� 45~55� (2011)

김준영,�장의룡,�정충기,�장순호

“송도 지역 실트질 점성토 고화처리를 위한 최적 배합 조건”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7(5),� 5~15� (2011)

장의룡,�정영훈,�김준영,�정충기

“평면변형률 시험에서 이미지 해석을 통한 사질토의 전단면 특성 평가”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7(4),� 51~65� (2011)

추윤식,�황세환,�김준현,�정충기

“쌍곡선법을 이용한 계측 기반 연약지반 침하 거동 예측의 최적화 방안”

한국지반공학회,� 26(7),� 147~159� (2010)

장의룡,�정충기,�추윤식,�이원택

“디지털 이미지 코릴레이션 기법으로 평가한 평면변형률 시험의 단부

구속 효과”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4(7)� 제5호,� 25~36� (2008)

장순호,�정충기

“프레셔미터 시험을 이용한 사질토 지반의 최대 전단탄성계수 결정“

대한토목학회 논문집C,� 28(3C),� 179~18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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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반환경공학

지도교수 박준범

전공분류� 지반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411호

전    화� 02-880-8356

홈페이지 http://geolab.snu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지반 및 오염물 특성을 조사하여 오염물의 이동성과

특성을 조사하는 지반환경 조사 분야,�지반 오염물질을 매립하는 매립지

분야,�이미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로부터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정화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

■ 연구분야

-�반응벽체 :�투수성 반응벽체 공법에 의한 지반정화는 저가의 비용으로

설치되어,�추후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들면서도,�오염된 지반

을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염 토양 정화 :�중금속 또는 유류로 오염되어 있는 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물리적,�화학적,�열적 처리 방법을 도입한 토양세척기술(Soil�

Washing)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토양 사후관리 :�최근 정화토량의 증가 추세에 비해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이 아직 제대로 제시되지않은 바,�선순환적 정화토 재활용 시스템

을 구축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 연구성과

서민우,�박인준,�박준범

“The� Influence� of� Moisture� on� the� Interface� Shear� Strength�

Between� Geosynthetics”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0(2),� 68~75� (2004)

박인준,�곽창원,�박준범,�조준식

“폐기물 매립장 차수시설 접촉면 전단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8(3),� 45~54� (2012)

이광헌,�오명학,�김은협,�박준범

“제강슬래그의 카드뮴 제거능 평가 및 필요반응시간 결정”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7(10),� 5~12� (2011)

김은협,�오명학,�이성수,�이광헌,�김용우,�박준범

“모사해수 조건에서 회분식 실허을 이용한 제강슬래그의 카드뮴 흡착

특성 평가”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7(4),� 43~50� (2011)

이성수,�이승학,�박준범

“Fe-loaded�zeolite로 충진된 투수성 반응벽체를 이용한 지반 내 Cd과

Cr(VI)의 동시 제거:�모형 토조 실험”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6(10),� 61~68� (2010)

오참뜻,� Toshifumi� Igarashi,� 이성수,�권호진,�이원택,�박준범

“등온 및 동적 흡착 실험을 통한 제강 슬래그의 비소 흡착 특성”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6(9),� 37~45� (2010)

칸쉐린,�이성수,�박준범

“The� Interference�of�Organic�Matter� in�the�Characterization�of�

Aquifers� Contaminated� with� LNAPLs� by� Partitioning� Tracer�

Method”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4(9),� 13~21� (2008)

이광헌,�남경필,�최성대,�정재식,�박준범

“카드뮴,�납,� 구리에 대한 슬래그의 흡착특성평가”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4(6),� 17~35� (2008)

오명학,�유동주,�김용성,�박준범

“흙-벤토나이트월에 대한 전기전도도 모니터링 기법의 적용성 평가”

한국지반공학회,� 23(7),� 47~55� (2007)

유동주,�오명학,�김용성,�박준범

“벤토나이트 슬러리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영향인자 분석”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2(10),� 21~3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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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상수도시스템

지도교수 한무영

전공분류� 지반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302호

전    화� 02-880-8915

홈페이지 http://waterfirstlab.snu

■ 연구실소개

� �본 연구실은빗물관리(Rainwater�management),�부상공정 (Flotation�

process),�생태학적 하수처리(Ecological�Sanitation),�저비용 저에너

지기술(low�cost�and� low�energy),�정수장의 응집공정 및 침전공정

진단 등이 있다.�

� � 이러한 여러 가지 관심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일본

의 동경대,�치바 공대,�북해도대,�핀란드의 헬싱키 공대,�미국의 조지아

공대,�하와이대,�그리고 독일의 베를린대,�함부르크대,�윈스터대 등과

교류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대학이나 연구소와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빗물관리(Rainwater� management)

-� 생태학적 하수처리 (Ecological� sanitation)

-� 부상공정 (Flotation� process)

-� 정수장의 응집공정 및 침전공정 진단

■ 연구성과

Nawas,�M.,��Amin,�M.�T.,��Han,�M.,��Alazba,�A.�A.,��Manzoor,�U.,� �

Amin,�M.� N.� � (2014)

“Variation� of� Pseudomonas� aeruginosa� in� Rainwwater�

harvesting� systems-effects� of� seasons� catchments� and� storage�

conditions”

Environmental� Engineering� and� management� Journal,� 42(7),�

893-900

Amin,�M.� T.,� Han,�M.� (2014)�

“Effects�of�UV�Blocking�and�heat-resistant�plastic�bags�on�solar�

disinfection� of� rainwater� at� different� weathers”

Environmental� Earth� Sciences,� 13(2)),� 457-469.

Kim,�M.,� Han,�M.� (2014)�

“Characteristics� of� biofilm� development� in� an� operating�

rainwater� storage� tank”

Environmental� Earth� Sciences,� 24.

Amin,�M.� T.,� Kim,� T.,� Amin,�M.� N.,� Han,�M.� (2013)�

“Effects�of�Catchment,�First-flush,�Storage�Conditions,�and�Time�

on� microbial� Quality� in� Rainwater� Harvesting� Systems.”

Water� Environment� Research,� 85(12),� 2317-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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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토양환경

지도교수 남경필

전공분류� 환경생명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311호

전    화� 02-880-1448

홈페이지 http://sql.snu

■ 연구실소개

� �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말미암아 토양,�물 등의 환경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수없이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로 오염이 되어왔으며 지금도 매년

수백 종의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생산되고 있다.�토양으로 유입된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토양의 미생물,�광화학적 반응,�그리고 증발 등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분해되기도 하지만,�토양의 구성성분(주로 유기물과 광물

질)과 반응하여 상당한 양이 토양 내에 오랜 시간 잔류하면서 인간이나

생태계에 부작용을 초래함은 물론 그 성질에 따라서는 지하로 유입되어

지하수 오염을 초래하기도 한다.�

� � 토양환경연구실은 환경공학,�(미)생물학,�독성학,�토양학 등 여러 분

야의 지식들을 응용하여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를 평가하고 정화 및 복원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또한 건설 사업으로 인한 생태환경의

변화를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복원기술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아니며 과학적 지식과 공학적

실용성을 적절히 조화시킨 경제적,�합리적,�효율적인 새로운 개념의 환

경관리/복원기술 및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 연구분야

1.�오염물질의 토양에서의 거동이 복원기술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생물회복기술(Bioremediation)의 효율성 증대에 관한 연구

� � � -� 미생물에 의한 이용성 증대를 통한 처리 효율 향상

� � � -� 복합오염물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Hybrid�기술의 개발

3.�생명공학적 기법을 이용한 연구

� � � -� 토양 미생물군의 구성 및 기능적 다양성에 관한 연구

� � �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토양의 특정 오염물질 분해능력 결정

에 관한 연구

4.�위해성평가를 통한 오염도 조사 및 합리적인 정화수준의 결정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An,� J.,� Jho,� E.� H.,� and� Nam,� K

“Effect�of�dissolved�humic�acid�on� the�Pb�bioavailability� in� soil�

solution� and� its� consequence� on� ecological� risk”

Journal� of� Hazardous�Materials,� 286:236-241

S.� Jeong,� H.� S.� Moon,� K.� Nam,� 2015

“Increased� ecological� risk�due� to� the�hyperaccumulation�of�As�

in� Pteris� cretica� during� the� phytoremediation� of� As�

contaminated� site”

Chemosphere,� 122,� 1-7

K.� Yang,� J.� Im,� S.� Jeong,� K.� Nam,� 2015

“Determination�of�human�health�risk� incorporating�experimentally�

derived� site-specific� bioaccessibility� of� arsenic� at� an� old�

abandoned� smelter� site”

Environmental� Research,� 137,� 78-84

■ 프로젝트

[식물정화공법용 사이드로포어 함유 배양 여과액,�그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중금속 오염토양의 식물정화공법]� 문희선,� 정슬기,� 특허 제

10-1386456호,� 2014.04.11

[사이드로포어 함유 토양 세척액을 이용한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의

세척방법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의 세척장치]�문희선,�정슬기,�특허

제 10-1349073호,� 2014.01.02

[화약물질 생분해용 전분 환 및 이를 이용한 토양 내 화약물질 분해방법]�

배범한,� 남경필,� 이종열,� 이아름,� 박지은,� 이광표,� 박원석,� 특허 제

10-1376364-0000호,�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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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폐기물

지도교수 김재영

전공분류� 건축시공재료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415호

전    화� 02-880-8364

홈페이지 http://waste.snu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기존 환경공학 연구실의 부속 실험실로 출발하였다.

� � 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의 관리는 폐기물실험실의 전통적인

연구 대상이며,�적환장,�재활용센터,�매립지,�열처리시설 등과 같은 폐기

물 관련 시설의 설계,�시공,�유지관리가 이에 해당된다.�또한 최근 폐기

물로 인한 환경문제가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현실

에서 악취물질과 유기화합물 처리를 위한 바이오필터 시스템,�지하수와

토양의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반응성 차수막 및 생물학적 반응벽체,�

지하수 내 나노 물질 거동 특성,�음식물폐기물의 자원화와 에너지화

등으로 연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 � 극한지,�해저,�초고층 건물과 같은 신공간 개발을 위한 환경기술 개발,�

IT/BT/NT�등의 첨단과학기술과 연계한 융합기술 개발,�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법과 자원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폐기

물 관리 정책 개발 등도 연구 대상이다.

� �

■ 연구분야

� -� 생활 폐기물의 관리

� -�바이오필터 시스템

� -�반응성 차수막 및 생물학적 반응벽체

� -�지하수 내 나노 물질 거동 특성

� -�음식물 폐기물의 자원화 및 에너지화

� -�폐기물 관리 정책 개발

■ 연구성과

조한상,�김재영,�조은경,�송수성,�배영신

“모형컬럼 실험을 통한 특정 유기성폐기물 존재에 따른 매립가스 발생

특성 평가”

한국폐기물학회지,� 24(4):� 303-309�

Seheum�Moon,� Kyoungphile� Nam,� Jae� Young� Kim,� Shim� Kyu�

Hwan� and� Moonkyung� Chung

“Effectiveness� of� compacted� soil� liner� as� a� gas� barrier� layer� in�

the� landfill� final� cover� system”

Waste� Management,� Volume� 28,� Issue� 10,� 2008,� Pages�

1909-1914�

■ 프로젝트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 에너지회수 및 자원화 장치]�김재영,�이채영,�

전덕우,�박희경,�출원번호 제2009-10617호,� 2009.� 2.� 10.

[주사기와 압력차계를 결합한 가스 부피 측정 장치]�김재영,�김민지,�

심규환,�조한상,�특허 제915083호,� 2009.� 8.� 25.

[염소계 유기화합물의 이동 차단을 위한 반응성 토목섬유 및 그 제조방

법]�특허출원 제 10-2004-0012018호,� 2004.� 2.� 23.

[영양물질을 함유한 산소생성제를 이용한 메탄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처리방법]�김재영,�남경필,�안영미,�박제량,�특허출원 제2003-01689

호,� 2003.� 1.� 10.

[황산화독립영양미생물을 이용한 지하수의 현장,�현장외 처리방법 및

강변여과수 처리방법]� 김재영,� 남경필,� 안규홍,� 송경근,� 특허출원 제

2002-0015419호,� 2002.� 3.� 21.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침출수의 생물학적 탈질방법]�김영식,�김재영,�

정태학,�특허출원 제 10-2000-0042334호,� 200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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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수질환경

지도교수 최용주

전공분류� 환경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5동 307호

전    화� 02-880-7376

홈페이지 http://wqe.snu

■ 연구실소개

� � 수질환경 연구실은 물과 관련된 자연환경과 인프라에서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의 모니터링,�제어 및 평가기술에 대하여 폭넓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물 환경과 관련하여서는 하천 및 연안에 존재하

는 오염물질의 위해도를 정확하고 용이하게 측정하고,�비용면에서도 효

율적이고,�환경 친화적으로 오염된 현장을 정화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

도시 물 인프라와 관련하여 새로운 오염물질의 등장,�지속가능성 확보,�

하천에 대한 방류수의 영향 최소화,�처리수의 재활용 요구 등에 대응하

기 위해 기존의 하수처리 방법론을 개선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 � 또한,�도시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수 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하천

의 오염도를 저감시키고 나아가 빗물을 유용한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 �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는 하천 및 연안의 퇴적토 내 유기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탄화물질 주입 기술 개발 및 현장매뉴얼 작성,�퇴적토 내

잔존 유기오염물질의 거동 예측 모델 개발,�전과정평가를 통한 퇴적토

정화방법의 환경영향 평가,�수계 유기오염물질의 생물학적이용성 측정

을 위한 Passive�Sampling�방법 개발 및 표준화,�도시 빗물유출수 내

중금속 오염도 저감을 위한 침투시설 개발 등이 있다.

■ 연구분야

-�하천 및 연안의 퇴적토 내 유기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탄화물질 주입

기술 개발 및 현장매뉴얼 작성

-�퇴적토 내 잔존 유기오염물질의 거동 예측 모델 개발

-�전과정평가를 통한 퇴적토 정화방법의 환경영향 평가

-�수계 유기오염물질의 생물학적이용성 측정을 위한 Passive� � � � � �

Sampling�방법 개발 및 표준화

-�도시 빗물유출수 내 중금속 오염도 저감을 위한 침투시설 개발

■ 연구성과

U.� Ghosh,� S.� K.� Driscoll,� R.� Burgess,� et� al.� (2014)

"Passive� sampling� methods� for� contaminated� sediments:�

practical�guidance�for�selection,�calibration�and�implementation.�

Integr."�

Environ.� Assess.� Manage� 10:210-223.

Y.� Choi,� Y.� -M.� Cho,� R.� G.� Luthy� (2014)

"In� situ� sequestration�of�hydrophobic� organic� contaminants� in�

sediments� under� stagnant� contact� with� activated� carbon.� 2.�

mass� transfer� modeling."

Environ.� Sci.� Technol.� 48:1843-1850

Y.� Choi,� Y.� -M.� Cho,� R.� G.� Luthy� (2014)�

"In� situ� sequestration�of�hydrophobic� organic� contaminants� in�

sediments� under� stagnant� contact� with� activated� carbon.� 1.�

column� studies."

Environ.� Sci.� Technol.� 48:1835-1842.

■ 프로젝트

[미세기포 부유액을 이용한 오염 지반의 정화 방법 및 그 미세기포 부유

액]�남경필,�최용주,�박주영,�특허 제 10-0974143호,�2008.�3.�10.



MATERIC� 2015년 Architectural� &� Civil� Engineering� Labs.

132

연 구 실 건축의장

지도교수 김광현

전공분류� 건축의장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9동 514호

전    화� 02-880-7064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kkhfile514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인간’을 바탕으로 건축의 존재방식을 탐구하며,�이를 건

축설계와 이론에 실제로 적용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있다.

� � 우리는 건축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만 관심을 두지 않는다.�건축이

어떻게 지어지는가가 아니라,�건축이 우리의 존재와 생활과 깊은 관련을

맺도록 ‘왜 그렇게 지어져야 하는지’,� ‘건축의 배후에 잇는 의지’를 물을

때,�건축은 비로소 우리에게 말을 걸고,�우리 공동체와 한 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건축은 우리 신체의 연장이며,�우리의 생활이 벌어

지는 둘도 없는 무대이기 때문이다.�건축가는 개인과 공공체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하는 장소를 ‘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가?’하는 사고에

집중해야 한다.�이것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생활의 장소를

만들기 위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물음인 것이다.�중요한 것은 건축

의 배후에 있는 의지가 얼마나 굳은가 하는 것이다.

� � 이를 위해 우리는 ‘공동성’(commonness)에 근거한 건축을 지향한

다.�이 ‘공동성’이란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인간의

가치이며,� 인간에게 존재하는 보편적 본질을 말한다.

� �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 바탕을 두고 현실의 장소 속에서 건축을 생각하

고 만드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곧 ‘우리’와 ‘지금’� ‘이 장소’가�요구하는

건축설계와 건축이론에 대한 탐구와 정립이 우리의 연구과제다.

■ 연구분야

-� 시설(施設,� institution)의 건축론
-�근대건축과 현대건축에 근거한 건축설계이론

-�도시를 건축한다

-�지속가능한 건축설계

-�건축의 제도(制度,� institution)

■ 연구성과

임영환,�김광현

“지속가능한 건축의 계획적 연구 방향 탐침”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ol.� 26,� No.� 11,� 2010

신은기,�김광현

“가정생활의 관점에서 본 근대 주거공간의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ol.� 26,� No.� 8,� 2010

최순섭,�김광현

“우리나라의 도시설계와 건축의 관계 및 한계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ol.� 26,� No.� 5,� 2010

신승수,�홍지학,�김광현

“영국 공공 도서관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기반 공공성 구현에 관한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Vol� 25,� No.� 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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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환경계획연구센터

지도교수 김광우,�여명석

전공분류� 건축환경 및 설비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9동 418호

전    화� 02-880-7066

홈페이지 http://home.snu

■ 연구실소개

� � 건축물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환경 조절 기능으로 이러한 환경

조절 기능은 실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을 위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또한 에너지 절약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 조절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축적인 접근 뿐만 아니라

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본 연구실에서는 건축 환경 및

설비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건물의 냉난방 부하 계산 프로그램 개발

- 연돌 효과 저감을 위한 연구 및 관련 컨설팅

- 건물의 일조 분석

-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BEMS�개발

- 고성능 외피 개발

- 건물에서의 결로 방지 기술 개발

- 복사 냉난방 시스템 국제 표준 개발

- 복사 냉난방 시스템 제어 기술 개발

- 복사 냉난방 시스템 성능 개선 연구

- 실내 공기질 향상 연구

- 건물에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적용성 평가 연구

-�건물 기계 설비 성능 향상 연구

-�친환경 건축 설계

■ 연구성과

Dae� Uk� Shin,�Mi� Su� Shin,� Kyu� Nam� Rhee,� Seong� Ryong� Ryu,�

Chang�Ho�Jeong,�Myoung�Souk�Yeo,�and�Kwang-Woo�Kim,�“The�

thermal� output� evaluation� of� radiant� heating� panels� by�

experiment”,�Building�Service�Engineering�Research�Technology,�

2015.02

Kwang� Woo� Kim,� Bjarne� W.� Olesen,� Radiant� Heating� and�

Cooling� Systems,� ASHRAE� Journal,� 2015� 02

Yoon-Bok� Seong,� Myoung-Souk� Yeo� and� Kwang-Woo� Kim,�

Optimized� control� algorithm� for� automated� venetian� blind�

system� considering� solar� profile� variation� in� buildings,� Indoor�

and� Built� Environment,� 2014.10

Seok-hyun�Kim,�Sun-Sook�Kim,�Kwang-Woo�Kim,�Young-Hum�

Cho,� “A�study�on� the�proposes�of� energy�analysis� indicator�by�

the�window�elements�of�office�buildings� in�Korea”,�Energy�and�

Buildings,� v.73� pp.153-165,� 2014.04

Sang� Hoon� Park,� Woong� June� Chung,� Myoung� Souk� Yeo,�

Kwang�Woo�Kim,�Evaluation�of�the�thermal�performance�of�a�

Thermally� Activated� Building� System� (TABS)� according� to� the�

thermal� load� in� a� residential� building,� Energy� and� Buildings,�

2014.� 04

Dong� Hwa� Kang,� Dong�Hee� Choi,� Yoon-Bok� Seong,�Myoung�

Souk� Yeo,� Kwang�Woo� Kim,� A� numerical� simulation� of� VOC�

emission�and�sorption�behaviors�of� adhesive-bonded�materials�

under�floor�heating�condition,�Building�and�Environment,�2013,�

07

■ 프로젝트

[건축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창호 설계 가이드라인 개발]�국토해양부,�

2012.12~2013.04

[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SMART�Energy�Balancing�기법 연

구]�한국연구재단,� 2010.09~2015.08

[시뮬레이션 기반의 건물에너지 진단 시스템 개발]�정보통신산업진흥

원,� 2010.05~2011.04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시스템 타당성 평가를 위한 통합 경제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한국연구재단,� 2010.05~2013.04

[한옥마을 및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최적화 모델 개발 및 구축 –�신한옥

핵심기술 고도화 및 기준개발]�국토교통부,� 2013.12� –� 2015.10

[침투평가 기술을 활용한 대형건물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환경부,� 2013.06� –� 2015.05�

[부하대응형 최적제어 알고리즘 개발]� 현대건설(주),� 2013.06� –�

2013.12



MATERIC� 2015년 Architectural� &� Civil� Engineering� Labs.

134

연 구 실 건설기술

지도교수 이현수,�박문서

전공분류� 건설경영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9동 425호

전    화� 02-880-8311

홈페이지 http://architecture.snu/

■ 연구실소개

� � 최근 국제화되고 있는 사회 환경과 국내 건설 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

로 인해 건설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건설경영의 연구도 기존과는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 � 이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실도 건설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연구 성과를 달성하고자,�30년 넘게 쌓아 온 건설관련 지식체

계를 바탕으로 더욱 연구에 정진하고 있다.�

� � 보다 효율적인 건설기술 및 경영,�다양한 건설 주체 종합적으로 고려

한 시스템적 어프로치,�친환경적 건설 및 지속 가능한 개발,�지식 기반

건설계획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건설 산업의 세계적 수준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 연구성과

손보식,�이현수,�박문서,�한동엽,�안요셉

“Quantity� Based� Active� Schematic� Estimating� (Q-BASE)�Model”

KSCE� Journl� of� Civil� Engineering,� 17(1),� 9~21,� 2013

신재원,�이현수,�류한국,�박문서

“기후정보를 이용한 초고층 건축 골조공사의 확률적 공기산정 모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3(6),� 123~132,� 2007

안선주,�이현수,�유정호

“선진 건설기술 전문인력 육성체계 벤치마킹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3(2),� 107~118,� 2007

김우영,�이현수,�김옥규

“프로젝트 단게별 건설객체의 성장에 근거한 건설데이터 통합 모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19(12),� 179~188,� 2003

이동준,�손보식,�이현수,�김우영

“확률개념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최종 공사비 추정 방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19(9),� 137~146,� 2003

김태완,�이현수,�유정호

“생산성달성율을 이용한 생산성 관리 방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19(9),� 103~111,� 2003

이현수,�장명훈,�안선주,�손보식

“건설공사 참여주체간 협력체계 향상을 위한 웹 기반 EDI�모델 개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19(6),� 151~160,� 2003

송상훈,�김우영,�이현수

“건설현장 공사관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19(2),� 149~158,� 2003

장명훈,�이현수

“고층건축공사의 가설계획 대안 평가 및 선정 방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18(12),� 143~150,� 2002

이현수,�이종국,�한재영

“복합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설계 의사결정모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18(12),� 105~114,� 2002

이현수,�김우영,�송상훈

“정보 분석을 통한 자재관리 프로세스 재설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류한국,�유정호,�이현수

“손실생산성을 고려한 공기지연일수 산정방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18(10),� 117~124,� 2002

이광호,�이현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에 관한 적정보수/보강공법 선정시스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18(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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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도시공간

지도교수 최재필

전공분류� 건축설비환경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9동 511호

전    화� 02-880-8869

홈페이지 http://laus.snu

■ 연구실소개

� � 건축도시공간연구실(LAUS)은 1999년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간을 해석하고 계획/기획에 관련한 여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인간

적이고 합리적인 공간을 창조하기 위하여,�건축 및 도시공간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논리적인 방법론을 통해 건조환경 계획을 발전

시키고자 하며,�Space�Syntax,�ERAM,�VAE등의 공간분석 모델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정량적이고 논리적인 공간 분석,�공간의 사회적,�문화

적 해석,�건축 관련 프로젝트 기획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공간분석 Space� Analysis

-� 공간의 사회적,�문화적 해석

-�교육관련 시설의 계획,� 설계,�관리

-�건축관련 프로젝트 기획

■ 연구성과

최재필,�이정원 (2014)

“초고층 주거 및 숙박시설의 수직동선계획 전문가시스템을 위한 알고리

즘 개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0(7).

최재필,�이정원 (2014).�

“초고층 업무시설의 수직동선계획 전문가시스템을 위한 알고리즘 계획.”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0(5).�

최재필,�이재훈,�손동화,�김영우 (2014).

“카자흐스탄 아파트 단위세대 평면변경 사례를 통해 살펴본 주거요구의

경향.”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5(1).

■ 프로젝트

[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기반의 에너지저감 건축 환경조절시스템

실현을 위한 기초원천기술개발]�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14.07.~�

2016.07.

[IT�환경 변화에 따른 지능형 건축물 계획을 위한 기술 예측 시나리오

개발]� 국토해양부,� 2012.11.~2013.11.

[일사량에 따른 맞춤형 차양장치 설계기법개발]�국토해양부,�2012.11.~�

2013.11.

[아파트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역별 건축 프로토타입 개발연구]�국

토해양부,� 2012.4.~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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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공간·조형·설계

지도교수 김현철

전공분류� 건축계획 및 설계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9동 512호

전    화� 02-880-8313

홈페이지 http://architecture.snu/

■ 연구실소개

� � 건축계획연구와 건축설계디자인,�조형예술을 주요 주제로 연구하는

연구실로 공간,�조형,�설계에 관한 과제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1대1�설계지도 방식을 채택하여 이론과 설계 능력을 동시에 갖춘 디자

이너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연구분야

-� 건축계획연구

-�건축설계디자인

-�조형예술

■ 연구성과

문대하,�김현철

“현대 건축전시회의 기획중심 전시디자인에 관한 연구:�제9히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시회_Metamorph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창립60주년기념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25권 제1호(건

축계획),� 2005.10,� 163-166�

김유리,�김현철

“현대 건축에서 재료에 의한 외피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창립60주년기념 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25권 제1호(건

축계획),� 2005.10,� 171-174�

이학규,�김현철

“F_O_A� 건축에 나타나는 통제 체계와 움직임 공간 특성 연구

-Yokohama� International� Port� Terminal� 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24권 제1호,�2004.4,�

191-194�

김태희,�김현철

“오피스빌딩에서 커뮤니케이션 조절을 위한 공간구현 연구:�스틸케이스

사 CDC�센터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200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계획계 제24권 제2호,�

2004.10,� 195-198

고대영,�김현철

“렘 콜하스의 'Luxurious�place'에서 구현된 프로그램 해석과 공간조직

방법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제23권 제1호,� 2003.4,�

299-302�

윤혜영,�김현철

“Steven� Holl�건축공간 구성방식에 나타난 '현상'에 관한 연구:� The�

Chapel� of� St.� Ignatius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22권 제1호,� 2002.4,�

321-324�

고동완,�김현철

“고속도로 휴게소의 문화공간 도입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20권 제1호,� 2000.4,�

51-54�

오세원,�김현철

“Rem�Koolhaas의 선형공간 조직 방식 연구:�Kunsthal과 Educatorium

의 공간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22권 제1호,� 2002.4,�

325-328�

한지형,�김현철

“룸의 공간적 특성 분석을 통해 본 루이스 칸 건축의 공간구성형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18권 제1호,� 1998.4,�

2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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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구조재료

지도교수 홍성걸

전공분류� 구조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9동 417호

전    화� 02-880-7061

홈페이지 http://seml.snu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구조역학의 시각적 이해를 토대로 새로운 재료개발의

응용에 있다.�스트럿-타이 모델의 기본개념을 토대로 정착-부착,�전단

그리고 변형 능력에 적용 연구를 수행한다.�실용적으로 강판 전단벽의

전단강도,� T형 프리캐스트 벽체의 거동,�접합부 거동에 응용한다.�

� � 문화재의 구조공학적 연구는 목구조의 지진하중에 대한 거동,�미륵사

지 석탑의 구조 안정성 및 파손 석재의 보강법,�그리고 고분의 전돌

아치 구조의 구조적 특성을 연구하며,�아치의 시각적 해석도구와 붕괴

기구를 집중으로 연구한다.�하이브리드 화이버 콘크리트와 철근을 대신

할 섬유보강 콘크리트 부재의 개발을 위해 다단계 역학적인 모형을 연구

한다.�또한 나노 재료를 응용한 내화 콘크리트 개발을 시도한다.

■ 연구성과

임우영,�홍성걸

“스테인리스 환봉으로 보강된 미륵사지 석탑 화강암 부재의 휨거동”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31(2),� 29~36,� 2015

김상희,�강현구,�홍성걸,�김규용,�윤현도

“고속충격하중을 받는 강섬유보강콘크리트 패널의 내충격성능”

콘크리트학회 논문집,� 26(6),� 731~739,� 2014

이상진,�홍성걸,�임우영

“연성 강봉을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기둥 접합부의 내진성능”

콘크리트학회 논문집,� 26(6),� 695~705,� 2014

권양희,�홍성걸

“무령왕릉에 사용된 전돌과 재현 전돌의 재료학적 특성”

보존과학회지,� 30(3),� 287~298,� 2014

김대진,�기진우,�홍성걸,�이영학,�김희철

“철근콘크리트 깊은 보의 현행 스트럿-타이 설계기준에 대한 비교 및

평가”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27(4),� 305~312,� 2014

임우영,�홍성걸

“현장타설 습식접합부가 있는 T형 PC�벽체의 내진성능”

콘크리트학회 논문집,� 26(3),� 255~266,� 2014

강성훈,�홍성걸

“상온 양생한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의 경화 전과 후의 성능 관계”

콘크리트학회 논문집,� 26(1),� 23~34,� 2014

홍성걸,�김도영,�이동식

“산업부산물을 첨가한 MgO�기반 모르타르의 기초물성 및 수화특성에

관한 연구”

콘크리트학회 논문집,� 25(5),� 565~572,� 2013

이동식,�김현용,�김사덕,�홍성걸

“석조문화재 복원을 위한 금속보강재 매입방법 표준화 연구”

문화재,� 46(3),� 212~229,� 2013

하태휴,�이지형,�홍성걸

“스터드 패널형 모듈러 건축시스템의 횡력 저항성능 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9(9),� 3~12,� 2013

김진우,�김대진,�홍성걸,�이영학

“극한해석에 근거한 철근 콘크리트 깊은 보의 현재 설계기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3(2),� 7~14,� 2013

김우석,�여진동,�곽윤근,�강현구,�홍성걸

“순환골재를 사용한 고강도 철근콘크리트보의 휨거동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8(3),� 23~30,� 2012

권우현,�김우석,�강현구,�홍성걸,�곽윤근

“반복하중을 받는 강섬유보강 철근콘크리트 외부 접합부의 거동 특성”

콘크리트학회 논문집,� 23(6),� 711~7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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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강구조내진설계

지도교수 이철호

전공분류� 구조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9동 420호

전    화� 02-880-9061

홈페이지 http://archisteel.snu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소는 강철 구조와 내진 설계의 분야에서 공학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다.�2003�년 실험실의 개통 이후,�산업과 정부에서 다양한 프로젝

트를 실시하고 있다.�요즘 연구의 영역 확대 및 화재 디자인과 연쇄

붕괴 등 많은 관련 주제는 10개 이상의 대학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실험 및 분석을 모두 연구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진행 중이다.�

■ 연구분야

-� steel� structures

-� seismic� design

-� fire� design

-� progressive� collapse

■ 연구성과

Dae-Kyung� Kim,� Cheol-Ho� Lee,� Kyu-Hong� Han,� Jin-Ho� Kim,�

Seung-Eun� Lee,� Hyoung-Bo� Sim

“Strength� and� residual� stress� evaluation� of� stub� columns�

fabricated� from� 800�MPa� high-strength� steel”

Journal�of�Constructional�Steel�Research,�Vol.�102,�pp.�111–120,�

2014

Jin-Won� Kim,� Cheol-Ho� Lee,� Thomas� H.-K.� Kang

"Shearhead� reinforcement� for� concrete� slab� to� concrete-filled�

tube� column� connections"

ACI� Structural� Journal,� Vol.� 111,� pp.� 629-638,� 2014

Tae-Sung� Eom,� Hong-Gun� Park,� Cheol-Ho� Lee

"Simplified� method� for� estimation� of� beam� plastic� rotation

demand� in� special� moment-resisting� steel-frame� structures"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139(11),� 1906~1916,� 2013

Cheol-Ho�Lee,�Kyu-Hong�Han,�Chia-Ming�Uang,�Dae-Kyung�Kim,�

Chang-Hee� Park,� Jin-Ho� Kim

"Flexural� strength� and� rotation� capacity� of� I-shaped� beams�

fabricated� from� 800� MPa� Steel"

J.� Struct.� Eng.,� 139(6),� 1043–1058,� 2013

Lee,� C.,� Park,� H.,� Park,� C.,� Hwang,� H.,� Lee,� C.,� Kim,� H.,� and�

Kim,� S.� (2013).�

”Cyclic�Seismic�Testing�of�Composite�Concrete-Filled�U-Shaped�

Steel� Beam� to� H-Shaped� Column� Connections.”�

J.� Struct.� Eng.,� 139(3),� 360–378.

Jae-Kwon� Ahn,� Cheol-Ho� Lee,� Han-Na� Park� (2013)

"Prediction� of� fire� resistance� of� steel� beams� with� considering�

structural� and� thermal� parameters"

Fire� Safety� Journal,� 56,� 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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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계획 및 설계

지도교수 최두남

전공분류� 건축설계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9동 527호

전    화� 02-880-4311

홈페이지 http://taw.snu/

■ 연구실소개

� � 최근에 이르러 건축은 다양한 공법과 구조 그리고 새로운 소재의 사용

을 통하여 건물형태나 표면재료의 다양함이 건축설계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건축설계에 있어 재료의 선택과 물성에 대한 감각

은 건축가의 설계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또한

건축을 포함하여 디자인에 내재되어 있는 사고의 깊이와 창의력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물리적 표현의 총체적인 질이 모든 디자인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 � 본 연구실은 디자인의 질을 국제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창의력과 개념

및 감성적인 측면에서 미래의 디자인을 주도하여 나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으며 연구 및 활동을 하고 있다.�

■ 연구성과

김지욱,�유해연,�최두남

“현대 교회 건축의 공적 공간의 연계방식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7),� 141~150,� 2012

최태욱,�최두남

“이토 도요 건축에서 나타나는 투명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28권 제1호,�

2008.10,� 379-382�

방석환,�최두남

“스티븐 홀 건축에 나타난 내부 공간 구현 방식에 관한 연구:�교육 및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29권 제1호,�

2009.10,� 521-524�

김신애,�최두남

“은유를 통한 현대건축의 다의적 의미생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31권 제

2호,� 2011.10,� 321-322�

김지욱,�최두남

“현대 교회 건축의 공공영역 연계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제31권 제

2호,� 2011.10,� 29-30�

■ 프로젝트

[RFB� House]

[Yang-Pyung� House]

[Yong-in� House]

[Buamdong� House]

[Hannamdong� House]

[Glass� House]

[Joil� Building]

[Maya� Building]

[Sampyo� Building]

[Grand� Egypetian�Museum]

[Gallery� Suhjong]

[Gallery� Samtuh]

[Gallery� Hangil]

[NEWKOREA� CC]

[SNU� Library]

[P-Project]

[IIT-SNU�Workshop]� 2008

[Beijing� International� Workshop]�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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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사

지도교수 전봉희

전공분류� 건축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9동 525호

전    화� 02-880-7090

홈페이지 http://architecture.snu/

■ 연구실소개
� � 건축사 연구실은 한국의 건축사를 중심으로,�한국과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온 중국 및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건축문화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하여,�인간과 건축 사이의 보편적 관계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 � 규장각과 국가기록원의 도면아카이브의 발굴,�전국의 문화재 한옥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중국의 북경과 베트남 하노이에 대한 현지 조사

연구,�한옥의 현대화 프로젝트 등이 최근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작업들인데,�각각�한국건축사의 기초를 확충하고,�외연을 확장하며,�실

천적 성격을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연구분야
-� 규장각,�국가기록원 도면 아카이브의 발굴

-�전국 한옥 아카이브 구축

-�북경,�하노이 현지조사 연구

-�한옥의 현대화

■ 연구성과
전봉희,�박일향 (2014)

“20세기 사직단 영역의 토지이용 변화와 역사적 제도주의적 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0(12),� 185~196.

장필구,�전봉희 (2014)

“1917~1921년 창덕궁 대조전 재건공사에 적용된 조선식 목조 지붕들

과 방화계획”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0(5),� 153~164.

장필구,�전봉희 (2013)

“고종 장례 기간 신선원전의 조성과 덕수궁·창덕궁 궁역의 변화”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9(12),� 197~208.

장필구,�전봉희 (2012)

“풍경궁과 화성행궁의 자혜의원 전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12),� 239~246.

권용찬,�전봉희 (2012)

“1960년대화 1970년대 초반의 공영 공동주택에 보이는 공유주택화

경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11),� 235~242.

김정현,�장필구,�전봉희 (2012)

“한옥의 조형원리를 반영한 파라메트릭 모델링 방법론”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2),� 105~112

Yongchan� Kwon,� Saehoon� Kim,� Bonghee� Jeon� (2014)

“Unraveling� the� factors� determining� the� redevelopment� of�

Seoul's� historic� hanoks”�

Habitat� International,� Vol.� 41,� 280~289

Jeonghyun� Kim,� BongHee� Jeon� (2012)

“Design� Integrated� Parametric� Modeling� Methodology� for�

Han-ok”�

Journal�of�Asian�Architecture�and�Building�Engineeringl,�Vol.�2,�

No.� 2,� 239~243

■ 프로젝트
[서울특별시 한옥 전수조사 및 DB구축:�마포·동대문·서대문·용산구]�건

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 2014.09-12

[한옥마을 및 신한옥형 공공건축물 최적화 모델 개발 및 구축 –�신한옥

핵심기술 고도화 및 기준개발]�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3.12-� 2014.10

[1930년대 서울 주거지의 재현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3.12-� 2016.11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문화재청,�

2013.� 08-12

[일제시기건축도면콘텐츠개발 –�각급기관및지방청사편-]�국가기록원,�

2013.06-2013.11

[파라메트릭 형상기반 한옥 조립키트 개발]�한국연구재단,�2013.06-�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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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구조시스템

지도교수 박홍근

전공분류� 건축구조시스템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9동 421호

전    화� 02-880-7053

홈페이지 http://architecture.snu/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다양한 응력상태에 대한 콘크리트 재료모델에 대한 연구,�

지오폴리머 및 황토를 활용한 콘크리트 성능 개선,�보-기둥,�합성보-기둥

및 슬래브-기둥 접합에 대한 연구,�내진설계 및 해석법,�고강도 콘크리트

와 고강도 철근에 대한 실무 적용,�지진동에 대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 � 기술된 대부분의 연구는 학술적인 관점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

된다.�다만 사기업 및 실무 엔지니어의 요청에 따라 복잡한 구조부재

및 접합부 혹은 새로이 개발된 기술들에 대한 실험 및 해석연구를 수행

한다.

■ 연구분야

-� 다양한 응력상태에 대한 콘크리트 재료모델 연구

-�지오폴리머 및 황토를 활용한 콘크리트 성능 개선

-�보-기둥,� 합성보-기둥,� 및 슬래브-기둥 접합

-�내진설계 및 해석

-�고강도 콘크리트와 고강도 철근의 실무 적용

-�지진동에 대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 연구성과

김철구,�박홍근,�홍건호,�강수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복합 보의 전단강도”

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3.4,� 175-185�

강성훈,�홍성걸,�박홍근,�정란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 구조물의 고유주기”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제15권 제1호 (통권 제77호),�2011.2,�29-38�

엄태성,�최태우,�박홍근,�강수민,�진종민

“연속후프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내진실험”

대한건축학회론문집 구조계 제29권 제2호,� 2013.2,� 29-37

송진아,�박홍근,�이창남,�엄태성

“PRC�보-기둥 접합부의 내진성능”

대한건축학회론문집 구조계 제27권 제10호,� 2011.10,� 19-26� �

최경규,�박홍근,�양근혁

“철근콘크리트 보의 최소전단보강근비”

대한건축학회론문집 구조계 제28�제4호,� 2012.4,� 11-18�

주은희,�김상모,�강지연,�김형근,�박홍근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한 중공슬래브의 경량체 설치방법에 따른 구조성

능 평가”

대한건축학회론문집 구조계 제27권 제3호,� 2011.3,� 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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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고성능구조공학

지도교수 강현구

전공분류� 구조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9동 437호

전    화� 02-880-8303

홈페이지 http://hpse.snu/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자연과 구조물과의 조화를 고려한 학문과 기술을 추구한

다.�이를 위하여 고성능콘크리트,�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포스트텐션

콘크리트,�합성콘크리트,�섬유보강콘크리트 그리고 친환경콘크리트 등

을 활용한 다양한 구조의 설계 및 신재료 적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궁극적으로 안전하고,�경제적이며,�환경 친화적인 설계모델과 기

준개발에 밀접하게 관여한다.

■ 연구성과

Kim,� S.,� Kang,� T.H.-K.,� Kim,� J.-Y.,� and� Park,� H.-G.,

“Lateral�Stiffness�of�Reinforced�Concrete�Flat�Plates�with�Steps�

under� Seismic� Loads”�

Special� Issue,� Recent� Developments� in� Seismic� 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toward� Urban� Resilience,�

Earthquakes� and� Structures*,

V.� 7,� No.� 5,� Nov.� 2014,� pp.� 877-890

Rajagopal,� S.,� Prabavathy,� S.,� and� Kang,� T.H.-K.,�

“Seismic� Behavior� Evaluation� of� Exterior� Beam-Column� Joints�

with� Headed� or� Hooked� Bars� Using�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Special� Issue,� Recent� Developments� in� Seismic� 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toward� Urban� Resilience,�

Earthquakes� and� Structures*,� V.� 7,� No.� 5,� Nov.� 2014,� pp.�

861-875

Lee,� S.-H.,� Lee,� H.-D.,� Shin,� K.-J.,� and� Kang,� T.H.-K.�

“Shear� Strengthening� of� Continuous� Concrete� Beams� Using�

Externally� Prestressed� Steel� Bars”�

PCI� Journal*,� V.� 59,� No.� 4,� Oct.� 2014,� pp.� 77-92.

Lee,� S.-H.,� Shin,� K.-J.,� and� Kang,� T.H.-K.

“Non-Iterative� Moment� Capacity� Equation� for� Reinforced�

Concrete� Beams� with� External� Post-tensioning”�

ACI� Structural� Journal*,� V.� 111,� No.� 5,� Sept.-Oct.� 2014,� pp.�

1111-1122.

Backel,� A.� and� Kang,� T.H.-K.

“Potential� LEED� Considerations� for� Post-Tensioned� Concrete

Structures”�

PTI� Journal,� V.� 10,� No.� 1,� Aug.� 2014,� pp.� 5-12.

Rha,� C.,� Kang,� T.H.-K.,� Shin,� M.,� and� Yoon,� J.B.

“Gravity� and� Lateral� Load-Carrying� Capacities� of� Reinforced�

Concrete� Flat� Plate� Systems”�

ACI� Structural� Journal,� V.� 111,� No.� 4,� July-Aug.� 2014,� pp.�

753-764.

Yang,� K.-H.,� Mun,� J.-H.,� Cho,� M.-S.,� and� Kang,� T.H.-K.,� “A�

Stress-Strain� Model� for� Various

Unconfined�Concretes� in�Compression,”�ACI�Structural� Journal*,�

V.� 111,� No.� 4,� July-Aug.� 2014,� pp.819-826.

Kim,� U.,� Huang,� Y.,� Chakrabarti,� P.,� and� Kang,� T.H.-K.

“Modeling�of�Post-Tensioned�One-Way�and�Two-Way�Slabs�with�

Unbonded� Tendons”�

Computers�and�Concrete,�V.�13,�No.�5,�May�2014,�pp.�547-561

Kang,� T.H.-K.,� Kim,�W.,� Kwak,� Y.-K.,� and� Hong,� S.-G.

“Flexural� Testing� of� Reinforced�Concrete� Beams�with� Recycled�

Concrete� Aggregates”�

ACI� Structural� Journal,� V.� 111,� No.� 3,� May-June� 2014,� pp.�

60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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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시건축설계

지도교수 김승회

전공분류� 건축계획 및 설계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9동 509호

전    화� 02-880-4312

홈페이지 http://architecture.snu/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도시-건축-산업디자인으로 이어지는 총체적 디자인 프로

세스를 연구와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실행한다.�세계의 대표적인 메트로

폴리스인 서울을 대상으로 도시-건축의 관계를 탐구한다.�도시의 프로

그램,�도시조직과 건축의 관계,�도시기반시설과 건축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한다.�

� � 도시디자인의 시발점이 된 서울디자인 기본계획,�지방도시의 역사문

화자원을 바탕으로 도시설계를 수행한 아산시와 김제시의 도시디자인

프로젝트,�미군부대 이전지 재활용을 제안한 용산미군기지 활용계획 등,�

다양한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와 건축,�산업디자인으로 이어지는

총체적 도시디자인을 제안했다.�또한 롯데부여리조트,�이우학교,�이화

외고,�영동교회,�문학동네,�세계장신구박물관,�방배동 주택 등 건축설계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건축프로젝트의 성과는 여러 차례의 건축잡지

특집을 통해 소개되었다.�

� � 연구와 프로젝트뿐 아니라 흥미롭고 다양한 건축이벤트를 진행하였

다.�세계적인 건축가를 초대하는 마스터클래스,�세계의 중요한 도시에서

활약하는 젊은 건축가들의 실험적인 무대인 프론트라인,�고등학생을 위

한 일일건축학교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건축을 하나의 사건이자

축제로 만드는 경험을 해왔다.�또한 베니스 비엔날레,�하버드대학의 전

시회,�세계문화올림픽(Delpic),�김수근문화상 전시회,�서울시건축상 전

시회,�상하이건축전시회,�서울디자인올림픽 등 여러 중요한 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건축의 관점을 발표하였다.

■ 연구분야

� -� 도시의 프로그램

� -�도시조직과 건축의 관계

� -�도시기반시설과 건축

■ 연구성과

홍승석,�김승회

“서울 도시하천 주변 시가지 특성에 관한 연구:�중랑천,�탄천,�안양천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4권 제2호(통권

제62집),� 2014.10,� 239-240

최해순,�김승회

“서울시 대형교회의 지역 확장방식에 관한 연구:�명성교회,�영락교회,�

충현교회의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4권 제2호(통권

제62집),� 2014.10,� 253-254

김가림,�김승회

“유산가치 측면에서 본 서울 어린이대공원의 장소성”

대한건축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4권 제1호(통권

제61집),� 2014.4,� 21-22

박세준,�김승회

“공동주택단지 내 도시농업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4권 제1호(통권

제61집),� 2014.4,� 129-130

■ 프로젝트

[Lotte� Buyeo� Resort� Baeksangwon� Condominium]

[Youngdong� Church]

[Ewoo� School]

[Ehwa� Girl's�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Renovation]

[World� Jewelry�Museum]

[Bangbae�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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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시건축보전계획

지도교수 박소현

전공분류� 건축학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9동 510호

전    화� 02-880-4313

홈페이지 http://ufc.snu/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도시 양식 및 보존에서 우리의 환경 모든 일의 더 나은

자질을 계획 및 설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 특성,�역사,�문화뿐만

아니라 일반 장소의 의미 많은 건축 탐험을 연구한다.��검색과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다음 테마와 주제를 연구 중에 있다.�

■ 연구분야

1.� urban� conservation

� -� Interpretation� of� places� and� heritages

� -� Conservation� of� historic� areas

� -� Regeneration� of� urban� cores� and� local� communities

2.� neighborhood� design� for� pedestrians

� -� Streets� for� pedestrians

� -�Walkable� neighborhood� design

� -�Neighborhood� attractions,� public� spaces,� and� local�markets

3.� urban� design� policy

� -� Participatory� community� planning

� -� Design� reviews

� -� Plans� and� Plan-making�

■ 연구성과

Hye-in� Chae,� Sohyun� Park� (2015)

“Exploring� ‘Historic� Urban� Landscape’� as� a� New� Approach� to�

Heritage� Conservation”�

Journal� of� the�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 31,�No.� 2

Jeong-yoon� Choi,� Sohyun� Park� (2014)

“Reviewing� Design� Reviews� for� Contemporary� Architecture� in�

Historic� Districts”�

Journal�of� the�Architectural� Institute�of�Korea,�Vol.�30,�No.�12

Sohyun� Park,� Junhyung� Kim,� Yeemyung� Choi,� Hanlim� Seo�

(2013)

“Design�Elements�to�Improve�Pleasantness,�Vitality,�Safety,�and�

Complexity� of� the� Pedestrian� Environment:� Evidence� from� a�

Korean� Neighborhood�Walkability�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Vol.� 17,� No.� 1.

Sunhye� Bae,� Sohyun� Park� (2013),� “How� to� Review� the� Public�

Projects�for�Street� Improvement:�Proposing�a�Comprehen-�sive�

Evaluation� System”� Beijing� Planning� Review,� Vol.� 148,� No.� 1.

■ 프로젝트

[Advanced�planning�approaches�to�enhancing�children’s�mental�

health:�a�research�of�exploring�relationships�among�neighborhood�

environment,� play� behavior� and� mental� healt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NR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f� Korea,� 2014-2016�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for� 9� Confucian�

Academies� in� Korea,� a� Part� of� the� UNESCO� World� Heritage�

Nomination� Dossier]� the� Council� of� Confucian� Academies� of�

Korea,� 2013

[Development�of�Neighborhood�Covenants�for�Duplex�Housing�

Complexes� of�Mixing� Residential� Spaces� and�Working� Places:�

A� case� of� Yangsan-dong� site,� Osan,� Gyeonggi-do� Province]� �

Ddang-Kong-Jip�Multiplex� Housing�Corporation,� Seoul,� Korea,�

2012�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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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도시이론

지도교수 백진

전공분류� 건축 이론

주    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39동 513호

전    화� 02-880-7253

홈페이지 http://architecture.snu/

■ 연구실소개

� � 건축도시이론연구실의 주된 관심사는 현상학의 의의,�즉 차이와 동일

의 변증법,�일상에 대한 긍정성,�신체와 지각에 관한 탐구,�상황성,�환경

윤리 등을 이론의 차원에서 연구하고,�실질적인 계획과 디자인의 원리로

승화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 � 해외학회참석 및 해외도시 답사,�국내 월례 답사,�그리고 건축도시

이론과 사례에 관한 꾸준한 월례세미나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경험의

폭을 넓히며,�비판적 안목을 배양하고,�종국에는 공동으로 책을 출간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또 이론적 연구결과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계획 및 디자인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 연구성과

권현아,�백진 (2013)

“사회적 계층화에 기반을 둔 아파트 브랜드의 주거 상품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9(12),� 105~114.

신은기,�백진 (2012)

“근대 핵가족의 변화에 대응한 SANAA의 주거 공간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8),� 83~90.

송준호,�백진 (2012)

“도시형 노인복지주택 부대시설의 영역별 규모비율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8),� 99~106.

백진 (2011)

“Re-conceptualizing� Critical� Subjectivity� and� Identity� in� Critical�

Regionalism:� Phenomenological� Inputs"

Architectural� Research,� 13(2),� 19~27.

백진 (2011)

"Ethics� of� Situated-ness,� Sustainability� and� Ecology"

Architectural� Research,� 13(1),� 9~15.

박시영,�백진

“일상성과 현대도시의 공공영역의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3권 제1호(통권 제59집),�

2013.4,� 159-160

최민지,�백진

“현대 도시에서 사용자 중심의 다의적 장소성 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3권 제2호(통권

제60집),� 2013.10,� 89-90�

강민정,�백진

“혼성성의 건축적 의미:� 알바 알토 건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2권 제2호(통권 제58집),�

2012.10,� 35-36

유슬기,�백진

“소규모 제조업 집적지역의 유휴 공간 재생사례분석을 통한 도시촉매이

론의 분산적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도시촉매이론의 분산적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2권 제2호(통권 제58집),�

2012.10,� 73-74

최지환,�백진

“생기론적 관점을 통한 네트워크 도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33권 제2호(통권

제60집),� 2013.10,� 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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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건축토목공학)

▶ 근대건축

▶ 도시건축

▶ Smart Green City Lab

▶ Design Informatics Group (DIG)

▶ 초고층구조(HIBS)

▶ ConEL(콘크리트공학)

▶ e++CM Lab

▶ 건축환경

▶ 건축에너지

▶ 콘크리트구조해석

▶ 수자원

▶ 해안환경

▶ 수자원 원격탐사

▶ E-WATER Lab

▶ 수질환경

▶ 스마트구조 및 건설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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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근대건축

지도교수 윤인석

전공분류� 근대건축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21405호

전    화� 031-290-7558

홈페이지 http://modernarch.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현대 건축의 역사 분석 및 현대 아키텍처에 대한 보존

노력의 로컬 /�글로벌 네트워크 /�현대 건축 역사 등 크게 세 가지로

작업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연구소는 역

사에서 현대 건축의 상태,�건축 분야에서 초기 현대 기념물의 영감 역사

적 가치를 확립,�한국,�아시아,�세계 역사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연구분야

1.� Field� Research

Lab� regularly� performs� surveys� to� historic� districts� in� domestic�

level� for�better�understanding�on�historic�fabric�and�textures� in�

cities.� Furthermore,� lab� performs� the� research� about� early�

modern�architectural�monuments�of�Asia�and�World,� in�various�

levels;� from� building� to� district� and� urban� levels.

2.� Analysis� of� Modern� Architecture� History

Lab� performs� the� full� analysis� of� surveys� and� sets� basis� for�

understanding�Modern�Architecture�and,�moreover,�contemporary�

architecture.� Analyses� are� performed� in� various� aspects� and�

levels,�such�as�comparison�of�Western�architecture�with�Asian,�

Asian� architecture� with� Korean,� or� Korean� architecture� in�

periods.

3.� Local/Global� Network� of� Preservation� Efforts� to� Modern�

Architecture

Lab� works� together� with� network� in� local� and� global.� Lab�

collaborates� in� researches� on�Asian�modern� architectures� and�

cities�with�mAAN,�Modern�Asian�Architecture�Network.�Lab�also�

develops� studies�on� conservation�and�adaptive� reuse�methods�

of�historic�building�environments�by�participating� in�Docomomo,�

international�working�party�for�documentation�and�conservation�

of� buildings,� sites� and� neighborhoods� of� the� Modern�

Movement.

■ 연구성과

이희준,�김정일,�윤인석 (2007)

“현대 한국 개신교인의 예배 좌석위치 선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3(1),� 65~72

신중진,�기태엽,�윤인석 (2003)

“지역문맥을 고려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연구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게획계,� 19(5),� 19~30

신중진,�김태엽,�윤인석 (2002)

“주변지역을 고려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외부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게획계,� 18(1),� 107~116

■ 프로젝트

[서울특별시 역사문화경관계획]�서울특별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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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시건축

지도교수 신중진

전공분류� 건축계획 및 설계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전    화� 031-290-7562

홈페이지 http://skkuurbanarch.tistory.com/category/도시건축연구실@성균관

■ 연구실소개

� � 본 도시건축연구실은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시작하였다.�1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거축과 도시의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장소의 사람과 함께 우리의 집,�동네,�도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품으며 함께 해왔다.

■ 연구성과

신중진,�정지혜 (2013)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만들기의 역할과 과제:�수원화성과 행궁

동 사람들의 도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6(4),� 60~96

신중진,�김일영,�배기택 (201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추진방안 연구”

국토계획,� 48(6),� 43~56

신중진,�이민호,�정재학 (2013)

“역사문화지역 재생을 위한 사업의 연게수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9(9),� 111~120

신중진,�장정화 (2012)

“경관협정 활용에 의한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의 방향 연구:�서울시 경관

협정시범사업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8(3),� 187~198

신중진,�신영도 (2011)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그린파킹사업 개선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5),� 175~186

배웅규,�신중진,�이범석 (2011)

“주차장 완화구역의 실태분석을 통한 지정기준 개선 및 도시형생활주택

의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7(1),� 183~192

신중진,�신효진 (2010)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의 역할변화에 따르 지원방안 연구 -�서울

독산3동 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10),� 233~244

신중진,�송승현 (2010)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추진주체의 관계구도 특성 연구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1),� 295~306

신중진,�양우혁 (2009)

"세입자 주거안정을 고려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 -�부천시

3개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12),� 373~384

신중진,�김태엽 (2008)

“일본의 통합적 정비수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11),� 223~234

신중진,�송승현 (2008)

“농촌마을만들기사업의 주민약속 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10),� 193~202

김태엽,�신중진 (2008)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기여 과제 및 개선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6),� 24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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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Smart� Green� City� Lab

지도교수 김도년

전공분류� 도시설계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자연과학캠퍼스 제2종합연구동 83485호

전    화� 031-290-7565

홈페이지 http://web.skku.edu/~dnkim/index.html

■ 연구실소개

� � 도시설계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좋은 도시 만들기

(Urban�Design)와 좋은 장소 만들기(Place�Making)의 중심에는 인간,�

자연,�역사가 존재한다.�우리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설계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 � 본 연구실의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분야에

최선을 다하여 담고 있는 고유의 성격이 흘러나와 결국엔 도시설계라는

큰 범주에 서로 섞여가는 자기개발과 통합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연구성과

이동철,�손세형,�김도년 (2013)

“‘녹색도시’의 개념 정립과 실현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4)

이나래,�손세형,�김도년 (2013)

“개발도상국의 건전한 도시화를 위한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방향

연구-미국국제개발처(USAID)의 對한국원조와 일본의 對인도네시아원
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4)

김도년,�양성민,�김대성 (2013)

“창의적 연구 환경을 위한 공용공간 계획방법에 관한 연구-국제과학비즈

니스벨트 거점지구 기초과학연구원 본원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3)

유윤진,�김도년,�손세형 (2013)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탄소배출영향요인 분석-경기도 탄소배출

량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2)

■ 프로젝트

[Nakornnayok�Smart�City�계획 개념(Concept�Plan)�연구]�2013.07.~�

2014.01.

[탄소저감 도시전략,� 녹색지수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2011.12.~�

2014.06.

[가로활성화를 위한 보도공간의 민간 활용방안]�2011.12.~�2012.05.

[녹색도시 해외수출 방안]� 2011.09.~2011.12.

[공적자금을 활용한 해외도시개발사업 참여방안 및 실현전략 수립 연

구]� 2011.06.~2012.08.

[첨단기술의 수요 창출과 연계한 미래도시개발 사업 기획 연구]�

2010.10.~2011.03.

[미래 도시건설 산업과 첨단기술을 연계한 도시개발 사례 연구]�

2010.09.~2011.02.

[KBS� Media� City� 조성을 위한 계획 방향 수립 1단계 연구용역]�

2010.06.~2010.09.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조성방향 및 전략 연구]�2009.12.~�

2010.05.

[DMS첨단 문화 장소만들기(Place� Making)� 구상]

2009.07.~2010.05.

[서울시가지경관계획지원을위한경관기본구상및기본설계]�2008.03.~�

2008.11.

[유비쿼터스 주거단지 계획에 관한 연구Ⅰ:�계획요소 및 기반시설(u-City�

서비스)]� 2008.01.~2008.05.

[유비쿼터스 도시를 위한 도시설계지침 연구용역]�2007.10.~�2008.�

03.

[중저층 공동주택(가구형)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게획요소에 관한 연

구]� 2007.08.~2008.01.

[U-city�건설을 위한 도시정책 방향 설정 연구]�2007.06.~�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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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Design� Informatics� Group� (DIG)

지도교수 김성아

전공분류� 디지털건축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전    화� 031-290-7566

홈페이지 http://web.skku.edu/~desinfo/

■ 연구실소개

� � 성균관대학교 Design� Informatics�Group�(DIG)은 건축의 전반적

인 분야에서 정보통신 기술 및 뉴미디어(ICM)를 창조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연구 및 교육활동을 목표로 한다.�

� � 연구프로젝트와 대학원 수준의 수업에서 수행되며,�이론과 방법론,�

구현기술의 3요소를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한다.�DIG는 성균관대학교 건

축학과에서 학부과정 수업에 제공되는 세 가지의 과목에서 위 분야의

연구 성과를 선별하여 반영하고 또한 연구의 모티브를 얻는 순환적인

시스템을 추구한다.

� � 예를 들어 디지털모델링(Digital� Modeling)은 주로 학부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반과목으로서 파라메트릭 디자인과 제너러티브 디자

인의 기초적인 방법론을 익힌다.�또한 기본적인 디지털패브리케이션과

최적화 기법의 적용을 통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성능지향적인 건축설

계라는 주제를 접하도록 한다.�학부 3-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디

자인(Digital�Design)은 디지털모델링 수업의 내용을 발판으로 삼아 디

지털컴퓨팅을 접목한 스마트 건축의 프로토타이핑이라는 주제로 진행

된다.�

� � 2015학년부터 이 두 과목은 모두 생체모방형 건축(bio-mimetic�

architecture)이라는 주제를 공유한다.�건물정보모델(BIM)은 Building�

Information�Model의 연구방법론에 병행하는 구체적인 도구의 사용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 � DIG는 건축학과 및 미래도시융합공학과의 석.�연구원을 중심으로 구

성되며,�또한 건축학과의 학부연구생들이 참여하고 있다.�연구실 참여

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은 항상 가능하다.

■ 연구분야

1.�설계전산학(Computational�Design�또는 Design�Computing)�분야

� -� Generative� Design

� -� Building� Information� Model

� -� Design� Information� Systems

2.� 도시정보학(Urban� Informatics)� 분야

� -� ICM�적용에 의한 장소만들기(place� making)

� -� 도시현상감지(urban� sensing)

■ 연구성과

송유미,�최윤,� 김성아(2014)

앰비언트 미디어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설계교육 방법론의 제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30권 제3호,� pp.129-137

정재환,�김성아(2014)

의미중심 여과를 통한 BIM�기반 협업설계 정보교환의 경량화 및 자동화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 30권 제10호,� pp.71-78

김도영,�김성아(2014)

차세대 설계환경에서 디지털-아날로그 모델의 공생적 과정과 BIM의 역

할/스마트 건축공간 설계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30권 제11호,� pp.� 49-56

Jang,� S.Y.� and� Kim,� S.A.� (2014)

Proposing�an�Augmented�Media�Space�through�the� Integration�

of� Urban� Media� and� Place� Ontology

The�Journal�of�Asia� Interior�Design�Institute�Association,�Vol.14,�

pp.1-9

Jang,� S.Y.� and� Kim,� S.A.� (2014)

A� framework� for� the�participatory�design�of� interactive�media�

facade

The�Online�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Vol.� 4,�No.� 1,�

pp.� 1~8

김도영,�김성아(2014)

생성 알고리즘을 활용한 기후 적응형 건물 외피의 통합 디자인 프로세스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30권 제23호,�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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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초고층구조(HIBS)

지도교수 김진구

전공분류� 건축구조시스템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성균관대학교 제1공학관 21412

전    화� 031-290-7655

홈페이지 http://wiz.skku.edu/hibs/

■ 연구실소개

� � 초고층구조 연구실은 고층화,�대형화,�복잡화 되어가는 현대 건축물

의 초고층화 경향에 맞춰 지진,�태풍,�폭발,�화재 등 각종 하중 및 재해로

부터 초고층 건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해석 및 설계

기술을 개발한다.�초고층건물의 진동을 저가하고 연성도를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점탄성 댐퍼 및 비좌굴가새 등 고성능 부재요소를 개발하

고,�비정상 하중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연쇄붕괴 현상을 설계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통합 설계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 튜브구조 및 다이어그리드 시스템 등 초고층 구조시스템의 거동을

평가하고 각종 재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극대화된 최적 초고

층 건물 구조시스템을 제시한다.�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하중에 대비

한 초고층건물 설계지침을 작성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무에 종사하

는 엔지니어들에게 개방하여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극대화한다.�

� � 본 연구실은 미국의 국립 연구기관인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and�Technology(NIST)의 Building�and�Fire�Department�

및 한국 구조기술사회와 상호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연구 성과를 극대화

하고 연구 결과의 실용화에 노력하고 있다.

■ 연구분야

1.� Progressive� Collapse� of� Tall� Buildings

� -� Evaluation� of� Progressive� collapse� potential

� -� Development� of� user-friendly� software� for� progressive� � � � �

collapse

� -� Test� of� structural� elements� and� connections

� -�Reliability-based�evaluation�of�progressive�collapse�potential

2.� Seismic� Design� of� Tall� Buildings

� -� Performance� of� tubular� structures� for� earthquake� and� � � � �

progressive� collapse

� -� Performance� of� diagrid� structures� for� earthquake� and� � � � �

progressive� collapse

� -� Development� of� RC� staggered-wall� apartment� structures

3.� Vibration� Mitigation� of� Building� Structures

� -� Passive� vibration� mitigation� using� Viscoelastic� Dampers

� -� Seismic� retrofit� using� Buckling� Restrained� Braces

4.� Seismic� Retrofit� of� Structures

5.� Seismic� Retrofit� of� Flat� Plate� Structures

6.� Structure� Systems� for� Residential� Buildings

■ 연구성과

Jinkoo� Kim,� Kwangho� Kwon

"Progressive� Collapse� and� Seismic� Performance� of� Twisted�

Diagrid� Buildings"

International� Journal�of�High-Rise�Buildings,�Vol.3,�No.3,�2014,�

pp.223~230

Jinkoo� Kim,� Seungjun� Lee,� Kyungwon�Min

"Design� of� MR� dampers� to� prevent� progressive� collapse� of�

moment� frames"

Structural� Engineering� and�Mechanics,� Vol.52,� No.2,� 2014,�

pp.291~306

■ 프로젝트

[PAO(Progressive�Collapse�Analysis�by�OpenSees)�개발]�2007.05.15.

[건물붕괴를일으키는위험부재의순차적재설계프로그램]�2011.12.01.

[건물의붕괴여부를파악할수있는위험부재선정프로그램]�2010.12.08.

[급지 카세트]� 특허 제 10-0976567호,� 2010.08.11.

[구조물용 감쇠장치]� 특허 제 10-0975082호,� 2010.08.04.

[좌굴방지부를 구비한 철골가새]�특허 제 10-0944363호,�2010.02.18.

[보강부재 및 이를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그리고 그 시공방법]�

특허 제 10-2010-0005273호,� 2010.01.20.

[비좌굴가새 및 이에 의한 비좌굴가새 유닛]�특허 제 10-0938978호,�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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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ConEL(콘크리트구조)

지도교수 이정윤

전공분류� 건축구조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번지 자연과학캠퍼스 제1공학관 4층 21418호

전    화� 031-290-7651

홈페이지 http://wiz.skku.edu/wiz/user/conel/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비균질 재료인 콘크리트와 균질 재료인 철근이 복합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거동을 이론적으로 연구하여 실험을 통해 검증하

는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주요 연구 분야는 철근콘크리트

구조,�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철근콘크리트 내진설계 및 SRC�구

조이다.�

� � 현재는 원자로,�해양구조물,�초고층 내력벽과 같은 면내하중이 지배

하는 구조물의 설계기술,�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진설계,�신소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리모델링 공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1.� 면내하중이 작용하는 철근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트 구조물의

설계기술 개발

� -�면내하중이 지배하는 구조물의 전단거동평가에 대한 연구

� -�철근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 구조물의 비틀림거동평가에 대한

연구

� -�지진하중이 작용하는 막요소의 거동평가

2.�지진하중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내진설계에 대한 연구

� -�보-기둥 접합부 거동평가에 대한 연구

� -�지진하중을 받는 내력벽과 연결보의 연성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

� -�지진하중을 받는 부재의 부착성능 평가

3.�신소재를 이용한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

� -�섬유에 의하여 횡구속된 기둥의 응력-변형률 곡선 제안

� -�섬유에 의하여 횡구속된 부재의 파괴모드 에측

� -� FRP� rebar의 부착성능 평가

� -�고강도 콘크리트 및 고강도 철근을 사용한 부재의 구조거동평가

4.�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공법개발에 관한 연구

� -�리모델링 구조물의 평면확장 공법 개발에 대한 연구

� -�프리캐스트를 이용한 리모델링 구조물의 평면확장기술에 대한 연구

5.�초고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재설게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

� -� 초고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저층부 구조설계 개발

� -�고강도 재료를 사용한 초고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설계 기술 개발

■ 프로젝트

[#형 접합부를 활용한 장스팬 철근콘크리트 보 개발]�중소기업청/산합

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2012.06~2014.05

[원전 구조물의 고강도 철근 적용 기술개발]�지식경제부/원자력융합원

천기술개발사업,� 2011.07.~2014.06.

[초고층 복합빌딩 사업 비선형 보 -� 기둥 접합부 해석]� 국토해양부,�

2010.01~2012.12

[휨 항복 후 부착 파괴하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연성평가]�한국과학재

단,� 2009.05.~2011.02.

[피로하중을 받는 FRP�보강근의 부착 피로 거동 예측]�학술진흥재단,�

2007.12.~2008.11.

[성능중심 설계기준 표준화 과제 (콘크리트구조물분야 성능중심의 건설

공사기준 정비 및 표준화)]�건설교통기술평가원,�2006.12.~�2011.11.

[X-slab�및 M-beam�의 성능검토 및 설계기준식 제안]�삼성중공업,�

2007.01.~2008.06.

[건설기술기반구축사업 (부분 해체 후 잔존 건물의 내력 평가 기술개

발)]� 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6.09.~2007.07.

[U-City�건설인력양성 사업단 (RC�및 PSC�부재의 개발)]�BK21�(한국학

술진흥재단),� 2006.03.~2013.02.

[CTRM�연구과제 [�협동위탁 ]�(공기단축형 복합구조 시스템 건설기술

개발)]�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5.09.~2010.08.

[정책연구과제 (FRP�복합재료의 콘크리트에 대한 부착 -�정착성능 시험

연구)]�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4.09.~2007.08.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철근 콘크리트 전단 지배 부재의 변형 능력 모

형과 설계 기술 개발)]�한국과학재단,� 2004.09.~2007.08.

[복합구조를 이용한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평면확장 기술개발]�한국건설

교통기술평가원,� 2003.12.~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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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e++CM� Lab

지도교수 김예상,�진상윤,�권순욱

전공분류� 건설관리 및 건축시공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번지 자연과학캠퍼스 제1공학관 4층 21404호

전    화� 031-290-7578

홈페이지 http://ecm.skku.edu/

■ 연구실소개

� � 건설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대형화,�복잡화 되어가는 한편,�건설시

장은 국제화되고 있으며 우리 건설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합리적인 건설 경영

및 건설관리(Construction�Management)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건설

정보화(Information� Technology� in� Construction)가�필수적이다.

� � e++CM�Lab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건설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CM과 다양한 IT�기술을 응용한

Computer-Integrated�Construction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활발히 수

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차세대 지능형 건설물류관리 자동화 체계 개발

-� 3차원 건설정보 데이터 호환성 및 표준화 연구

-� BIM�기반의 견적자동화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건설 프로젝트 생애주기 동안 3차원 설계 및 공간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 및 공유를 지원하는 협업환경(CPLM)에 관한 연구

-�지능형 굴삭 시스템-건설 작업환경 World� Model� 개발

■ 연구성과

구도형,�윤수원,�진상윤

"RFID�기반의 건설 물류 및 진도관리 통합체계를 위한 공종별 적용전략

의사결정모델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09.01.

김재우,�김예상,�김영석,�김상범

"공동주택 생산성 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WBS�개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08.10.

임재인,�김예상,�김영석,�김상범

"생산성 예측을 위한 생산성영향요인 선정 프로세스”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08.08.

임재인,�김재우,�권혁도,�윤수원,�권순욱,�진상윤

"IFC를 중심으로 한 상용 3D� CAD의 호환성테스트”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08.06.

구도형,�윤수원,�진상윤,�김예상,�권순욱

"RFID� 기술적용 가능성 평가를 위한 각�공종별 주요자재 특성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08.04.

진상윤,�윤수원,�최철호,�조창연

"RFID+4D� CAD� for� Progress� Management� of� Structural� Steel�

Works� in� High-Rise� Buildings"

ASCE� Journal� of� Computing� in� Civil� Engineering,� 2008.03

김용배,�송제홍,�윤수원,�진상윤,�권순욱,�김예상

"커튼월 관련 자재에서 RFID� 적용을 위한 인식 성능 테스트”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08.02.

■ 프로젝트

[차세대 지능형 건설물류관리 자동화 체계 개발]�국토해양부,�2006.12.�

20.~2009.12.16.

[3차원 건설정보 데이터 호환성 및 표준화 연구]�국토해양부,�2006.12.�

29.~2011.10.28.

[BIM기반의 견적자동화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국토해양부,�2006.�

12.29.~2011.10.28.

[건설 프로젝트 생애주기 동안 3차원 설계 및 공간 정보의 효과적인

관리 및 공유를 지원하는 협업환경 (CPLM)에 관한 연구]�국토해양부,�

2006.12.29.~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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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환경

지도교수 송두삼

전공분류� 건축환경 및 설비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번지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전    화� 031-290-7579

홈페이지 http://btu.skku.edu/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BTU�(건설 기술 연구 장치)의 주요 연구 분야로 생명주기

를 통해 건물 에너지 사용 및 환경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기술을

개발 하고 있다.�공기 흐름,�열 및 공기 오염 물질의 확산 및 객실 조명,�

건축 및 도시 통치 등의 물성 실험 방법과 수치 해석 방법을 기반으로

연구한다.�내장 환경은 보통의 삶에서 인간의 건강과 안락의 측면에서

연구한다.

■ 연구분야

1.� Developing� Low� Energy� Building� System

� -� Hybrid� Ventilation� System� (Natural� and� Mechanical� � � � � � � �

ventilation)

� -� Hybrid� Air-conditioning� System� (Natural� and� Mechanical� � �

Ventilation� with� Radiant� Floor� Cooling)

� -� Cooperative� control� system� coupled� with� HVAC� system,� � �

� � � lighting� system� and� blind� system

� -� Cooling� system� using� natural� wind� characteristics

� -� Multi-unitary� system� for� multi-residential� building

2.� Developing� the� Building� Retrofit� Strategies

� -�Building�Retrofit�Strategies�considering�energy�saving�and�cost

3.� Developing� the� Building� Technology� for� Super� High-rise� � �

Building

� -� The� countermeasures� for� Stack� Effect

� -� Air� flow� simulation� method� in� high-rise� buildings

4.� Developing� the� Urban� Environmental� Design�Methods

� -� Coupled� CFD� Simulation� of� Convection,� Radiation� and� � � �

Conduction

■ 연구성과

Doosam� Song

“Energy-efficient� ventilation� with� air-cleaning�mode� and�

demand� control� in� a� multi-residential� building”�

Energy� &� Buildings,� Vol.� 90� :� 6-14,� 2015.

Sungmin� Yoon,� Jungmin� Seo,�Wanghee� Cho,� Doosam� Song

“A�calibration�method�for�whole-building�airflow�simulation� in�

high-rise� buildings”

Building� and� Environemnt,� 2015

Joonghoon� Lee,� Doosam� Song,� Dongryul� Park

“A�study�on�the�development�and�application�of�the�E/V�shaft�

cooling� system� to� reduce� stack� effect� in� high-rise� buildings”

Building� and� Environment� 45(2)� :� 311-319,� 2010

■ 프로젝트

[생활밀착형 공동주택 성능 향상 기술개발]�국토교통진흥원,� 2014.09~

[주거용 통합공조기 실증평가 및 알고리즘 개발]�삼성전자,�

2013.10~2014.12

[자연풍 재현 Relax� 냉방 시스템의 개발]� 삼성전자,�

2012.02~2013.06

[김포 E/V홀 및 계단실의 자연환기성능검사 연구용]�삼성물산,�

2013.08~2013.10

[BEMS�데이터를 활용한 Calibrated�Simulation�기술 개발]�삼성물산,�

2013.07~2013.12

[삼성전자 DSR� Project� 신축공사 연돌 컨설팅]�삼우설게,�

2013.01~2013.03

[국내 실증기반 빌딩 에너지저감 알고리즘]� 삼성전자,�

2012.02~2013.11

[통합제어 성능 검증 및 최적 블라인드 제어 기준 수립]� 삼성물산,�

2012.1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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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에너지

지도교수 박철수

전공분류� 건축설비환경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번지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에너지연구실

전    화� 031-299-4774

홈페이지 http://bs.skku.edu/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건축에너지 시뮬레이션,�이중외피 시스템 (Double-Skin�

Systems)� ,�첨단 빌딩 시뮬레이션 (Advanced�Building�Simulation),�

건물 성능 평가 (Performance�assessment),�환기 시스템을 중점적으

로 연구 수행 중에 있다.

■ 연구분야

1.�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Whole� Building� Energy� Simulation:� �

EnergyPlus)�

� -� 건물 에너지 해석,� 성능평가

� -�다양한 종류의 분석:�불확실성(uncertainty),�위험도(risk),�민감도

(sensitivity)�

� -�시뮬레이션 모델 보정 (calibration):�베이지언(Bayesian),�gradient-�

based� 활용

� -�최적화 툴(유전자 알고리즘 등)과 결합하여 최적 설계와 BEMS에

활용

� -� 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에뮬레이터 (emulator)� 개발:� 가우

시안 (Gaussian)� 에뮬레이터

� -� BCVTB�를 이용한 연동 시뮬레이션:� NetLOGO,� CONTAM,�

MATLAB�

2.� 이중외피 시스템 (Double-Skin� Systems)� �

� -� 이중외피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MATLAB,� EnergyPlus)�

� -� 최적화 기술과 모델의 결합을 통한 성능 최적화 (실시간 제어):� �

에너지,�시쾌적,�열쾌적

� -� 사용자 요구 조건을 반영한 인터넷 제어

� -�이중외피와 HVAC�시스템과의 통합 제어

3.�첨단 빌딩 시뮬레이션 (Advanced� Building� Simulation)� �

� -�불확실성 분석 (uncertainty),�몬테 카를로 (Monte�Carlo)�시뮬레이션

� -�증강 현실 (augmented� reality)� 시뮬레이션

� -�에이전트 시뮬레이션 (agent� simulation)�

� -� 재실자 반응 예측 (Markov� Chain�Montel� Carlo)�

� -� 베이지언 보정 (Bayesian� calibration)�

� -� 최적 설계와 최적 제어 (optimal� design� and� control)�

� -� e-simulation�

4.� 건물 성능 평가 (Performance� assessment)� �

� -� 친환경,� 에너지,� 조명,�자연채광,� 열쾌적,� 환기,� Facility� � � � � � � � �

Management�

� -� 투명성,� 객관성,� 재연성 확보

5.�환기 시스템

� -� 환기 시스템 성능 시뮬레이션

� -� 최적 설계 및 최적 제어

■ 연구성과

Kim,� Y.J.,� Ahn,� K.U.� and� Park,� C.S.� (2014)

“Decision�Making�of�HVAC�System�using�Bayesian�Markov�Chain�

Monte� Carlo� method”

Energy� and� Buildings,� Vol.72,� pp.112-121

Ahn,�K.U.,�Kim,�Y.J.,�Park,�C.S.,�Kim,� I.H.�and�K.H.�Lee�(2014)

“BIM� interface� for� full� vs.� semi-automated� building� energy�

simulation”

Energy� and� Buildings,� Vol.68� (Part� B),� pp.671-678

■ 프로젝트

[시장수요기반 기존건축물 녹색화 확산 연구]�국토해양부,�2011-�2016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기술 환경 구축]�국토교통부,�

2013.11~2016.10

[개방형 BIM기반 저탄소 설계 및 거대구조물 유지관리 건설기술 개발,�

한국연구재단 (교육과학기술부)]� 2010-2015

[호텔 객실 에너지 모델링 기반 최적 제어알고리즘 개발,� 삼성전자]�

2014.8~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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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콘크리트구조해석

지도교수 신현목

전공분류� 건축시공재료

주    소 경기도 장안구 천천동 자연과학캠퍼스 제2공학관 27215� 호

전    화� 031-290-7533

홈페이지 http://wiz.skku.edu/rcahest/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철근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을 대

상으로 구조물의 역학적 거동을 해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다년간

수행하고 있으며,�이들 연구의 성과를 집대성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비

선형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RCAHEST� (Reinforced� Concrete�

Analysis� in�Higher�Evaluation�System�Technology)를 개발하였다.

� � RCAHEST의 주요 기능은 다양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발생으로

부터 파괴에 이르기까지의 역학적 거동 해석,�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

손상 평가 등으로서 장대교량 콘크리트 주탑의 극한 강도 및 내진 성능

평가와 원전 구조물의 지진피해 평가시스템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

� � 최근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콘크리트 고주탑 및 전체 시스템의

강진 대응기술 개발(초장대교량사업단),�원전 구조물의 안전성 향성을

위한 고성능 구조재료 활용기술 개발(지식경제부),�격납건물 지진피해

평가시스템 성능개선(KINS),�교량 내진설계 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도

로공사)�등이며,�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RCAHE� ST의 성능 개선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연구분야

-� Development� of� Program� for�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 �

RCAHEST

-� 3D� Parametric� Modeling� of� RC� Structure� Bsed� on� BIM

■ 연구성과

김태훈,�김호영,�이재훈,�신현목 (2014)

“물량저감 철근상세를 갖는 중공 철근콘크리트 교각 시스템:Ⅱ실험 및

해석”

�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18(1),� 9~18

김태훈,�이재훈,�신현목 (2014)

“물량저감 철근상세를 갖는 중공 철근콘크리트 교각 시스템:Ⅰ개발 및

검증”

�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18(1),� 1~8

박홍근,�이재훈,�신현목,�백장운 (2013)

“550MPa급 철근을 적용한 낮은 철근 콘크리트 벽체의 전단강도를 위

한 반복하중 실험”

� 콘크리트학회논문집,� 25(6),� 601~612

김태훈,�김호영,�이재훈,�신현목 (2013)

“물량저감 철근상세를 갖는 중공 철근콘크리트 교각단면에 관한 매개변

수 연구”

�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17(4),� 159~169

김태훈,�이재훈,�신현목 (2013)

“물량저감 철근상세를 갖는 중공 철근콘크리트 교각단면의 개발”�한국

지진공학회논문집,� 17(3),� 10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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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수자원

지도교수 전경수

전공분류� 수공학

주    소 경기도 장안구 천천동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제2공학관 27211호

전    화� 031-290-7642

홈페이지 http://www.skkuhydro.com/

■ 연구실소개

� � 기후 변화,�도시화와 증가하는 세계 인구는 우리 인류의 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포즈.�수자원 관리의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세대의

기본 목표 중 하나이다.

� � 본 연구소는 수자원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위험에 대한 위험 평가를

포함하여 수자원의 양적,�질적 분석에 관심이 있다.�수치 모델 개발 및

수자원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고 었다.�특히,�그

기관은 한국의 주요 하천 홍수 계산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매우 성공

적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천이 모델 구상 중에 있다.�

■ 연구분야

-�Simultaneous� simulation�of�unsteady� flow�and�gate�opening� �

of� weirs� for� major� rivers� in� Korea;

-� Determination� of� probable� flood� water� level� for� rivers� and� �

drainage� systems� under� tidal� influence;

-� Distributed-parameter� unsteady� flow�models� for� rivers;

-� Urban� flood� computation� and� risk� assessment;� and

-� Planning� research� on� design� and� operation� of� underground� �

drainage� tunnels.

■ 연구성과

Kim,�M.J.,� Min,� K.T.� and� Jun,� K.S.� (2014)

“Operation�of�estuary�barrage�and�weirs� in� the�Nakdong�River�

during� the� flood� period”

J.� Korean� Soc.� Hazard�Mitig.,� 14(4),� 289-299.

Kim,� S.H.,� Hyun,� J.S.,� Kim,� J.S.� and� Jun,� K.S.� (2014).�

“Real-time� flood� stage� forecasting� of� tributary� junctions� in�

Namhan� River”

Journal�of�Korea�Water�Resources�Association,�47(6),�561-572.

Koo,� K.M.� and� Jun,� K.S.� (2014).�

“Estimation�of� flood�water� level� for� small� to�medium�streams“

J.� Korean� Soc.� Hazard� Mitig.,� 14(3),� 319-328.

Lee,� G.,� Jun,� K.S.� and� Chung,� E.S.� (2014)�

“Robust� spatial� flood� vulnerability� assessment� for� Han� River�

using� fuzzy� TOPSIS� with� α-cut� level� set”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41(2),� 644-654.

Lee,� G.,� Chung,� E.S.� and� Jun,� K.S.� (2014)�

“MCDM� Approach� for� flood� vulnerability� assessment� using�

TOPSIS� method� with� α� cut� level� sets”

Journal�of�Korea�Water�Resources�Association,�46(10),�977-987.

Lee,� G.,� Jun,� K.S.� and� Chung,� E.S.� (2013)�

“Integrated� multi-criteria� flood� vulnerability� approach� using�

fuzzy� TOPSIS� and� Delphi� technique”

Natural�Hazards�and�Earth�System�Sciences,�13(5),�1293-1312.

Lee,� G.,� Kim,� J.� and� Jun,� K.S.� (2013)�

“Estimation� of� probable� flood� discharge� in� tidal� river� using�

unsteady� flow�model”

Journal� of� Coastal� Research,� 65,� 742-747.

Jun,� K.S.,� Chung,� E.S.,� Kim,� Y.G.� and� Kim,� Y.� (2013)�

“A� fuzzy� multi-criteria� approach� to� flood� risk� vulnerability� in�

South� Korea� by� considering� climate� change� impacts”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40(4),� 1003-1013.

Jun,� K.S.,� Chung,� E.S.,� Sung,� J.Y.� and� Lee,� K.S.� (2011)�

“Development� of� spatial� water� resources� vulnerability� index�

considering� climate� change� impacts”

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409(24),� 5228-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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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해안환경

지도교수 이정렬

전공분류� 건축 계획 및 설계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27201호(해안환경연구실1)

전    화� 031-290-7531(해안환경연구실1),� 031-290-7532(해안환경연구실2)

홈페이지 http://shb.skku.edu/skkucel/index.jsp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이정렬 교수의 해안환경 연구실이다.

� � 수공학적 기술을 포함한 연안역 환경개발 및 보전계획을 세우고,�해안

환경공학분야의학제적 기술자양성을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해안보호,�

해안 생태계 복원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안지역사회와 자원개발 및 보전

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이안류 발생예측 시스템 구축

-�동해 너울의 조기감시체계 구축 및 예보기술 개발

-�동해 너울성 파랑의 동해안 내습 예측 시스템 개발

-�연안침식 대응기술 개발

-�전방 입자추적법에 의한 신속한 난류 전송모델 개발

■ 연구성과

박건형,�김기철,�민병일,�이정렬,�서경석 (2012)

“월성원전 연안역 해수유동 및 오염물 이동 수치실험”

방사성폐기물학회지,� 10(4),� 255~262

이정렬,�권혁민,�이주용 (2011)

“철재형 이안제 설계기법 연구 III.�투과성 철재형 이안제 후면에서의

해저면 변화”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1(6),� 301~308

김인철,�이주용,�이정렬 (2011)

“해운대 해수욕장의 이안류 발생기구 및 수치모의”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23(1),� 70~78

김인호,�이정렬 (2010)

“월파허용방파제에 의한 해수교환 수치모의“

한국해양공학회,� 24(3),� 21~30

한성대,�이정렬 (2009)

“마산만 국지해일 예경보 모의 시스템 구축”

한국방재학회논문집,� 9(5),� 131~138

이정렬,�윤종태,�강주환 (2008)

“목포 북항에서 풍파에 의한 해수범람의 수치 모의”

대한토목학회 논문집B,� 28(3B),� 307~313

강시환,�이정렬,�강인남 (2006)

“준설 탁도플륨의 3차원 이송확산 거동 모형”

대한토목학회논문집B,� 26(5B),� 557~562

이정렬,�김인호 (2006)

“강원도 해수욕장의 유영폭 및 해빈단면 축척계수 조사 분석”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18(3),� 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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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수자원 원격탐사

지도교수 최민하

전공분류� 수문기상 및 원격탐사

주    소 경기도 장안구 천천동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전    화� 031-290-7539

홈페이지 http://web.skku.edu/~wrrsl/

■ 연구실소개

� � 우리의 행성에 신선한 물 자원은 이제 크게 부족한 천연 자원이 되고

있다.�수자원 스트레스는 더 동아시아 등 세계에서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 시나리오를 증가시켜 악화 될 수 있습니다.�지표면과 대기에 연결된

신선한 물 이용의 더 나은 이해를 위해,�물과 에너지 플럭스의 정확한

추정이 수행되어야한다.�

� � 본 연구는 자주 홍수와 가뭄과 사람과 재산에 심각한 손상을 줄 그

자연의 문학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는 욕망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 � 토양 -�식물 -�대기 역학에 중점을 두고 원격 탐사 데이터 및 지상

기반 데이터를 통합하여 지표면 수문 과정과 모델링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 연구분야

-� Land� surface-atmosphere� interactions,� Experimentation,� � � � �

Remote� sensing,�Model� assimilation,� ArcGIS,� Ecohydrology�

-� Rainfall-runoff� simulation,� Soil� Moisture� analysis,�

� � Evapotranspiration�analysis,�Optimization-�techniques,�Genetic�

algorithms,� Artificial� neural� network

-� Flood� and� drought� analysis,� River� management,� Sediment� �

transport

■ 연구성과

K.� Hwang� and�M.� Choi,� 2013

"Seasonal� trends�of�satellite-based�evapotranspiration�algorithms�

over� a� complex� ecosystem� in� East� Asia"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137,� 244-263

C.Y.� � Sur� � and�M.� Choi,� 2013

"Evaluating�ecohydrological� impacts�of�vegetation�activities�on�

climatological� perspectives� using� MODIS� gross� primary�

productivity�and�evapotranspiration�products�at�Korean�regional�

flux� network� site"

Remote� Sensing,� 5,� 2534-2553�

C.Y.� � Sur,� Y.� � Jung� � and�M.� Choi,� 2013

"Temporal�stability�and�variability�of� field�scale�soil�moisture�on�

mountainous� hillslopes� in� Northeast� Asia"

Georderma� 207-208,234-243�

M.� Choi� and� S.J.� � Han,� 2013

"Remote� sensing� imageries� for� land� cover� and� water� quality�

dynamics� on� the� west� coast� of� Korea"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ssessment,� 185,� 9111-9124�

M.�Choi,� J.�M.�Jacobs,�M.�C.�Anderson�and�D.�D.�Bosch,�2013.

"Evaluation� of� drought� indices� via� remotely� sensed� data�with�

hydrological� variables"

Journal� of� Hydrology,� 476,� 26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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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E-WATER� Lab

지도교수 김형수,�장 암

전공분류� 환경공학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천천동)� 자연과학캠퍼스 제2공학관 26216

전    화� 031-290-7535

홈페이지 http://wiz.skku.edu/wiz/user/ewater/index.html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는 물과 폐수 처리,�해수 담수화 및 폐수 재사용 및 스마트

워터 그리드에 미리 기술을 포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연구 그룹은

지속 가능한 물 공급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전념한다.�

� � 연구 분야는 두 가지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가을 :�에어로빅 및 폐수,�

폐기물,�토양 정화의 혐기성 처리에 대한 검색 시스템을 위한 생체 전자

응용 프로그램 및 생물 공정 응용 프로그램.�또한 분자 규모의 현상,�

전기 화학 및 생물 공정 공학 중 징계 경계를 흐리게.�이 인터페이스에서

개발 및 최첨단의 배포는 환경 센서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질

모니터링을 개선하기 위해 중 기본,�나노 규모의 환경 프로세스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거의 끝없는 공급을 제공한다.

■ 연구분야

1.�Membrane

� -� Advanced� drinking� water(Microfiltration� Ultrafiltration)

� -� Membrane� integrity� testing

� -�MBR(Membrane�BioReactor)�process�and�Wastewater�reuse

� -� Desalination� (Reverse� Osmosis� membrane)

� -� Blending� optimal� technique� by� utilizing� the� flexible� water

� � � resource� � � �

2.� Sensors

� -� The� development� of� portable� sensors� (pH,DO,Nitrogenous� �

compounds,Phosphate,�ORP,� and�Heavy�metals)� applied� to� �

environmental� monitoring� using�MEMS� techniques

3.� Biofilm� processes

� -�Biofilm�processes� to� treat�nutrient�and�high� loading� rate�of� �

organic� compounds

■ 연구성과

Kim,� I.S.,� Lee,� J.W.,� Kim,� S.J.,� Yu,� H.W.,� Jang,� A.�

“Comparative� pyrosequencing� analysis� of� bacterial� community�

change� in� biofilm� formed� on� seawater� reverse� osmosis�

membrane.”

Environmental� Technology,� 35,125-136� (2014)

Song,� J.H.,� Jang,� J.,� Cho,�Y.� Jeong,�W.,� Park,� D.S.,� Jang,�A.� ,�

Kwon,� S.B

“Study�on� the� transport� characteristics� of� coughed�particles� in�

isolation� rooms� with� different� ventilation� systems.”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Accepted,�

2013).�

■ 프로젝트

[막 기초 성능 평가]� 휴비스,� 2012.07.01~2012.10.31

[수질정화시설원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센서 개발]�한국광해관리공

단,� 2012.04.01~2014.11.30

[안산 및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기본설계 모형연구]�도화엔

지니어링,� 2012.03.01� ~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간이 정수처리장치 개발]�수자원공사,�2012.�

01.01� ~

[수도용 MF/UF�막모듈 인증 평가]�대한상하수도협회MOU,�2012.01.�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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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수질환경

지도교수 염익태

전공분류� 수공학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천천동)� 자연과학캠퍼스 제2공학관 27222B

전    화� 031-290-7510

홈페이지 http://wiz.skku.edu/environlab/

■ 연구실소개

� � 오염물질 무배출형 환경기술은 기존의 사후처리공정의 한계와 청정오

염예방공정의 기술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개념의 환경기술 분야다.

� � 그 기본개념은 재이용 자원화가 가능할 정도로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제거 또는 무해화 하는 기술로서 ‘자원 순환형 사회’,� ‘지속가능한 개발’�

등 미래환경정책의방향을 기술적으로 구현시켜줄수 있는미래형 환경산

업의 모델로서 자리매김 받고 있다.�이러한 배경에서 산업자원부에서는

무배출형 환경설비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으로 ‘오염물질 무배출형 환경설비 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을 추진하였으며 그 주관기관과 공동추진기관으로 성균관대학교와 산업

기술시험원이 각각�선정되었다.

� � 향후 산자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무배출형 환경설비 산업의 육성과

수요창출을 위한 세 가지의 기업지원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 첫째로는 공동 실험실운영으로서 무배출형 환경설비 개발을 위한 실험

실과 장비 등을 기업들이 자유롭게활용할 수있도록 운영함으로써 독자적

인 실험실과 장비를 갖추기 어려운 기업들의 기술개발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 둘째로는 기술실증 지원 사업으로 기업들이 개발한 유망기술들의 실증

을 위한 실증플랜트 제작,�운전최적화 등을 기술적,�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 셋째로는 오염물질 배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기존 처리공정의

진단 및 무배출형 업그레이드 촉진을 위한 제반 기술적 지원 사업이다.�

본 연구실은 국내 환경설비기업들과 환경설비 수요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경제적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연구성과

염익태 et� al.

"Nutrient�removal� in�an�A2O-MBR�reactor�with�sludge�reduction"

Bioresource�Technology,�Vol.100,�No.16,�2009,�pp.3820~3824.

염익태 et� al.

"Effect� of� thermochemical� sludge� pretreatment� on� sludge�

reduction� and� on� performances� of� anoxic-aerobic� membrane�

bioreactor� treating� low� strength� domestic� wastewater"

Journal�of�Chemical� technology�and�Biotechnology,�Vol.84,�No.9,�

2009,� pp.1350~1355.

■ 프로젝트

[에코촉매를 이용한 하폐수 슬러지 감량형 공정기술개발]�09.07.01~�

10.01.31

[환경 측정기기 산업 육성 및 국산화 촉진 전략 연구]� 09.06.02~�

09.11.29

[수질유해물질 적정관리를 위한 배출허용기준 설정연구 (9� 차년도)]�

09.05.29~10.05.28

[산업폐수 생태독성 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III)]�

09.04.09~10.04.09

[기술에 근거한 폐수배출허용기준 및 근거자료 조사연구 (II)]�

09.03.06~09.12.05

[기술인프라 활용촉진사업]� 09.03.02~09.06.30

[u-City� 건설 인력 양성 사업단]� 09.03.01~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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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스마트구조 및 건설 IT

지도교수 박승희

전공분류� 구조공학 및 건설IT�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천천동)�자연과학캠퍼스 제 2공학관 27213호

전    화� 031-290-7643

홈페이지 http://seungheepark.wix.com/scit

■ 연구실소개

� � 스마트 건설 IT�연구소의 연구 초점.�건설-IT�융합 설계 컨셉에 대한

강조와 함께 스마트 센서,�토목 및 건축 시스템,�정보 기술융합을 통합

새로운 건설 신기술을 개발한다.�

■ 연구성과

Seunghee� Park,� Ju-Won� Kim,� Changgil� Lee,� Jong-Jae� Lee

“Magnetic� Flux� Leakage� Sensing-Based� Steel� Cable� NDE�

Technique”�

Shock� and� Vibration,� Volume� 2014,� Article� ID� 929341

� �

Changgil� Lee,� Seunghee� Park

“Flaw� Imaging�Technique�for�Plate-Like�Structures�Using�Scanning�

Laser� Source� Actuation”

Shock� and� Vibration,� Volume� 2014,� Article� ID� 725030

�

Ju-Won� Kim,� Junkyeong� Kim,� Seunghee� Park� &� Tae�Keun�Oh

“Integrating� embedded� piezoelectric� sensors� with� continuous�

wavelet� transforms� for� real-time� concrete� curing� strength�

monitoring”

Structure�and�Infrastructure�Engineering,�Volume�2014,�Article�

ID� 15732479

■ 프로젝트

[비접속 모니터링 기술과 IFC�모델 기준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첨단 교량 유지관리 시스템]�미래창조과학부-한국연구재단,�2014.11.01�

-� 2017.10.31

[복층터널의 내부형상 모니터링 및 관리 기술 개발]�국토교통부-국토교

통과학기술진흥원,� 2014.12.08� -� 2018.05.31

[강교량의 지능형 센서기반 차세대 유지관리 솔루션 개발]� 교육부,�

2014.09.01� -� 2015.08.31

[FBG�광섬유센서 및 EM�센서 융합 생애주기 긴장력 관리형 블록아웃

PSC� 거더 시스템 개발]�국토진흥원,� 2014.06.01� -� 2017.05.31

[BWIM�기반 축하중 분리를 통한 과적단속기법 알고리즘 개발용역]�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2014.05.08� -� 2014.11.03

[건설 중장비 케이블 안전진단을 위한 첨단 NDE�시스템 개발]�용인송담

대학교,� 2014.06.01� -� 2015.05.31

[비정상 거동/안전성 평가 검출 프로그램 성능 개선 용역]�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014.09.15� -� 2015.01.30

[초고층 빌딩 고속 승강기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마그네틱 센싱 기반의

재난대응형 안전진단 시스템 개발]� 소방방재청,� 2014.06.02� -�

2017.05.31

[수중 비파괴 장비 개선 및 실험 용역]�한국해양과학기술원,�2014.01�

-� 2014.11

[현장 플랜트 안전관리를 위한 방폭형 압전센싱 기반 원격 NDT�시스템

개발]� 교육부,� 2014.05� -� 2015.01

[강교량의 지능형 센서기반 차세대 유지관리 솔루션 개발]� 교육부,�

2013.09� -� 2014.08

[MFL기반 비접촉 결함탐상기술의 철도레일적용 검토용역]�한국철도기

술연구원,� 2013.10� -� 2013.10

[수중 비과피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재료 물성치 평가 용역]�한국해양

과학기술원,� 2013.02� -� 2013.11

[통합시스템 연계용 비정상 거동 구간 검출 프로그램 제작]�한국건설기

술연구원,� 2013.05� -�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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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 도시공학, 토목환경공학)

▶ 건축공간계획 

▶ 빌딩 사이언스 

▶ 친환경건축

▶�건축구조헬스케어연구단

▶�건축환경

▶ 건설 IT�

▶ 지속가능한 건설관리

▶�구조시스템�

▶�건축역사 이론

▶�첨단구조

▶�건축설계

▶�OPEN� PLUS�디자인

▶ 교통계획 및 통행행태

▶ 도시단지개발

▶ 첨단교통

▶ 도시계획 및 개발

▶ 도시설계 및 정비

▶ 지역계획 및 개발

▶ 지속가능한 도시전환

▶ 환경공학

▶ 응용역학

▶ 구조 및 교량공학   

▶ 콘크리트

▶ 건설 로봇 및 자동화

▶ 인프라 경영  

▶ 환경공학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지반공학

▶ 기초시스템공학

▶ 수공학

▶ 건설경영 및 정보

▶ 대안설계





연세대학교 연구실험실

167

연 구 실 건축공간계획

지도교수 이상호

전공분류� 건축계획 및 도시설계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전    화� 02-2134-0000

홈페이지 http://web.yonsei.ac.kr/space508/

■ 연구실소개

� � 건축공간계획연구실은 현재 보행환경과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제반

시범사업 계획,�교육시설 계획 설계,�첨단 문화산업단지 개발,�지역 문화

공간 개발,�입체/복합 공간계획 및 설계매뉴얼 개발 등 인간의 의식과

행동에 관련된 건축과 도시공간 의 파악,�도시공간과 인간의 조화 있는

관계성 회복에 관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보행환경과 가로경관 개선을 위한 제반 시범사업 계획

-�교육시설 계획설계,� 첨단문화산업단지 개발,� 지역문화공간 개발

-�도시공간과 인간행동

-�고령자 건축과 도시

-�입체/복합 공간계획 및 설계매뉴얼 개발

■ 연구성과

성이용 이상호

입체복합시설 오픈 스페이스의 장소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10,� Vol.� 11,� No.� 4,� pp.� 0~0

성이용,�이상호

입체복합시설 선큰 스페이스의 장소 정체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0,� Vol.� 26,� No.� 12,� pp.� 0~0

성이용,�이상호

엔터테인먼트 쇼핑몰의 유형 및 내부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0,� Vol.� 26,� No.� 4,� pp.� 0~0

이종찬,�박용호,�김병선,�이상호

신 재생에너지 군시설 적용을 위한 설계지침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0,� Vol.� 26,� No.� 1,� pp.� 0~0

이승지,�이상호,�이성창

뉴욕 역사지구의 경관관리 체계 및 특성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10,� Vol.� 11,� No.� 5,� pp.� 0~0

■ 프로젝트

[1-2인 소형가구의 지역공동체성 증진에 기여하는 미래형 공동주택단

지계획지침 수립 -�도시형생활주택을 중심으로]�이상호,�이은주,�이혜

진,�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 2013.06� -� 2014.05

[군 시설용어 정의 및 정비 연구용역]�이상호,�박소임,�백승헌,�국방부,�

2013.06� -� 2013.12

[지휘관사무실 및 실내체력단련장 소요면적 정립 연구]�이상호,�박소임,�

안종훈,�국방부,� 2012.05� -� 2012.08

[국방,�군사시설기준 및 업무지침서 제개정 연구용역]�이상호,�이으뜸,�

이동수,�국방시설본부,� 2011.04�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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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빌딩 사이언스 (Building� Science)�

지도교수 김병선

전공분류� 건축계획 및 환경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전    화� 02-2123-2791

홈페이지 http://bs97.yonsei.ac.kr/bs97/

■ 연구실소개

� � 인간의 삶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에 건축에서 환경의 중요성

은 이루 말할 수 없다.�빌딩 사이언스 연구실은 건물이 환경조건에 적응

하여 인간에게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자한다.�이에 따라 일조,�조망,�환기,�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시뮬레이션

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환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 연구분야

-� 건축환경

-�공조설비 시스템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패시브 시스템

-�건물 성능 평가

■ 연구성과

임태섭,�강승모,�김병선

건축공간에서 공기 감염균 확산을 해석하기 위한 추적가스 고찰과 농도

에 따른 감영 위험성 예측 연구,�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9-08,�

Vol.� 18,� No.� 3,� pp.� 0~0

조진균,�정차수,�김병선

최적 IT�환경제어를 위한 데이터센터의 공기분배(공조)시스템 선정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2009-03,�Vol.�25,�No.3,�pp.�0~0

조진균,�정차수,�김병선

최적 IT�환경제어를 위한 데이터센터의 냉각(열원)시스템 선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8-12,� Vol.� 24,� No.12,� pp.� 0~0

박상현,�김광호,�김병선

공동주택의 겨울철 실내습기 발생량 예측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8-10,� Vol.� 24,� No.� 10,� pp.� 0~0

김광호,�김태연,�노지웅,�김병선

시장 구조와 아케이드의 형태에 따른 재래시장의 환기성능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8-09,� Vol.� 24,� No.� 9,� pp.� 0~0

■ 프로젝트

[제로에너지 주택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쌍용건설.� 2010.03~

[신재생 에너지 이용에 관한 연구]�국방부.� 2008.10~009.08

[에어베리어 시스템 외피성능 개발에 관한연구]�승영기술공사 2009.10

[센텀시티 친환경 건축물 인증용역]�신세계건설 2007.09~2009.03

[초고층 주상복합의 수냉식 냉방시스템 성능평가]� 포스코건설

2007.08~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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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친환경건축 (Center� for� Sustainable� Buildings)

지도교수 이승복

전공분류� 건축환경 및 친환경설계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산학협동연구관 524호

전    화� 02-2123-7830

홈페이지 http://bet.yonsei.ac.kr/

■ 연구실소개

� � 친환경건축연구센터는 2006년 9월 29일 연구단으로 출범하여 저에

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 국책연구를 통해 R&D�최초 실증 모델

인 Pilot� Project�실험주택 그린홈 플러스를 이미 구축한 바 있으며,�

친환경 건축분야에서 통합설계 프로세스 추진 역량 등을 보유함으로써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건축/건물에너지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 � 연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연구결과의 상용화 가능성 증대에 기여하

는 친환경건축연구센터는 2011년 11월 25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

통과학기술진흥원의 첨단도시개발사업 시장수요기반 녹색건축물 실용

화 분야 시장수요기반 신축 건축물 녹색화 확산 연구의 연구자로 선정

되었다.

� � 시장수요기반 신축 건축물 녹색화 확산 연구는 국토교통부 능동형

그린 빌딩 기획연구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총사업비 223억 원의 대규

모 연구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전체 5년간 총사업비 57억

원을 비롯하여 포스코에서 140억 원의 현금을 출자하고,�연세대에서는

그린 빌딩 건립에 필요한 대지면적 1,200평의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2013년 19일 국내 최고의 녹색건축물 실증모델 Test�Bed인 포스코그

린빌딩을 구축하게 되었다.�실증사업 Test�Bed는 국내의 대표적인 녹색

건축물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며,�저에너지 건물관리 및 기술홍보의 장소

로 활용되고 있으며 건축실무 프로세스의 혁신 및 실증적 검증을 통해

성능/비용 측면에서 최적의 그린 빌딩 모델을 도출함으로써 기술경쟁력

제고 및 향후 그린 빌딩 사업화를 통한 새로운 건축시장의 창출을

도모할 것이다.

� � 친환경건축연구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친환경 건축 분야에 선두에 서

서 미래 신 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고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연구성과

이재호,�이경구,�안태경,�박진철

녹색건축물 보급을 위한 설문조사 및 계층화분석 연구

한국생활환경학회,� 2014-06,� Vol.� 21,� No.3,� pp.0~0

백승경,�유동영,�장윤석

신축 녹색건축물 적용 BEMS구축 프로세스 개발

한국퍼실리티 매니지먼트 논문집,�2013-12,�Vol.�8,�No.�2,�pp.0~0

정창헌,�김태연,�이승복,�황석호

이중창호 시스템이 적용된 주상복합건물의 실내 기류특징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3-12,� Vol.� 29,� No.� 12,� pp.0~0

김민석

저에너지 공동주택의 환기전략에 따른 에너지 절감 성능 평가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2013-11,� pp.0~0

강경모

BIPV가�적용된 아트리움의 열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2013-11,� p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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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구조헬스케어연구단 (Center� for� Structural� Health� Care� Technology� in� Building)

지도교수 박효선

전공분류� 건축구조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B111

전    화� 02-2123-7786

홈페이지 http://highrise.yonsei.ac.kr/main/

■ 연구실소개

� � 건축구조연구실은 건축물의 구조계획,�해석,�설계를 담당한다.�특히

정적인 하중과 바람,�지진과 같은 동적인 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해석,�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구조 부재의 성능향상을 위한 재료 개선

및 보수-보강 방법,�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물의 진동제어,�그리고

첨단건물구조시스템 개발을 수행한다.�

■ 연구분야

-� 건축구조 모니터링

-�초고층건축구조

-�건축 구조물 시스템 식별

-�구조물 최적설계

-�최적내진보강

�

■ 연구성과

오병관,�최세운,�김유석,�조동준,�박효선

변형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건물 철골 보 구조물의 시스템 식별에

관한 해석적 연구,�한국전산구조공학회,�2014,�Vol.�27,�No.�4,�pp.�

231~238

오병관,�이지훈,�최세운,�김유석,�박효선

철골 구조물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변형률 기반 하중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2014,�Vol.�18,�No.�2,�pp.�64~73

최세운,�박효선,�김법렬,�이홍민,�김유석

자유 진동 실험을 통한 VRS-RTK�기법을 이용한 골조 구조물의 모니터

링 적용성 검토,�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2014,� Vol.�

18,� No.� 1,� pp.� 0~0

■ 프로젝트

[유전학적건축구조자가진단및노화방지기술]�한국연구재단,�2011.03~

[시공단계에서의 건축물 CO2�배출량 평가 및 절감 기술개발]�한국연구

재단,� 2012.09~2013.08

[저전력 및 무선을 이용한 평균변형률 기반 실시간 구조물 감시 시스템

개발]� 서울산업통산진흥원 2011.10~2012.09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파크 건설공사 철골 모니터링]� 삼성물산(주).�

2010.07~2012.12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선정]� 2005.01~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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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환경 (Architectural� Environment)

지도교수 김태연

전공분류� 건축환경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공학관 A568

전    화� 02-393-4066

홈페이지 http://www.ae.or.kr/

■ 연구실소개

� � 연세대학교 김태연 교수의 Architectural� Environment�연구실

■ 연구성과

김태연 외

이중창호 시스템이 적용된 주상복합건물의 실내 기류특징 분석,�대한건

축학회논문집,� 2013-12

김태연 외

복사패널이 적용된 건물일체형 지열원 시스템의 난방성능 분석,�한국태

양에너지학회 논문집,� 2012-11�

김태연 외

동적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PCM보드의 설계변수 분석에 관한

연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12-08

김태연 외

BES와 CFD의 연성 해석 방법을 이용한 자연 환기 시뮬레이션에 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2-08

김태연 외

공동주택에서 에너지 파일을 이용한 지열히트펌프 시스템의 성능 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12-08

■ 프로젝트

[PAC�온열쾌적감 향상을 위한 기류제어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김태연,�

LG전자,� 2007.11~

[공동주택 환기분석 시스템 개발]� 김태연,� 두올테크,� 2007.03~

[환기시스템의 실내공기질 개전효과 평가연구]� 김태연,� 삼성물산,�

2006.12~

[초고층 주상복합 환기새선에 관한 연구]�김태연,�삼성물산,�2006.02~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경성능 평가]�김태연,�한국건설기

술연구원,� 2005.06~

[친환경 기초조사 연구 용역]�김태연,�대우건설,� 2005.02~

[아파트형 주거의 통풍성능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지침]�김태연,�삼성물

산,� 2004.12~

[재래시장 가로 아케이드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김태연,�서울특별

시,�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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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설 IT�

지도교수 이강

전공분류� 건설IT�및 시공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설IT연구실

전    화� 02-2123-5785

홈페이지 http://big.yonsei.ac.kr/

■ 연구실소개

� � 건설IT연구실은 새로운 건설기술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정보통

신기술 및 지식기반 시스템 기술 등의 첨단 정보기술 (IT)을 이용하여

건물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건설,�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건설의 생산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 � 궁극적으로는 건축인 및 건축생산품의 사용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한다.

■ 연구성과

이태원,�이강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14-03,� Vol.� 15,� No.� 2,� pp.� 33-43

이치주,�이강,� 심재광

암센터 의료시설의 설계변경과 하자보수의 감소를 위한 중점 관리공사

분석,�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2013,�Vol.�14,�No.�5,�pp.�55-64

엄미영,�박영현,�원종성,�이강

BIM�기반 병원설계 검토 자동화 기술의 개발방향 및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힉회논문집,� 2013-06,� Vol.� 29,� No.� 6,� pp.�

이치주,�이강,� 심재광

건설 자동화 장비 도입을 위한 기술 도입 영향요인 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 2013,� Vol.� 14,� No.� 2,� pp.� 56~64

■ 프로젝트

[병원 건축 설계 온톨로지 구축 연구 보고서(1차년도 최종 보고서)]�이

강 외,�연세대학교 건설IT연구실,� 2012.10~

[현대엔지니어링 BIM�기획 컨설팅 최종보고서]�이강 외,� (주)코스펙

정보,� 2010-

[한강예술섬조성공사패널화방안연구]�이강 외,�연세대학교건설IT연구

실,� 2010-

[BIM을 이용한 문화집회시설(뮤지컬 극장)의 객석 가시선(Sight� line)�

분석]� 이강 외,�연세대학교 건설IT연구실,� 2010-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외장 패널화 및 제작방법 연구]�이강,�손명기

외,�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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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속가능한 건설관리 (Sustainable� Construction� Management)

지도교수 홍태훈

전공분류� 건설관리 및 시공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410호

전    화� 02-2123-8322

홈페이지 http://suscom.yonsei.ac.kr/korean/portal.php

■ 연구실소개

� � SUStainable� COnstruction� Management� (SUSCOM)�

Laboratory� in�Department�of�Architectural�Engineering,�Yonsei�

University� has� been� established� in� 2009.� SUSCOM� Lab.,� with�

Prof.�Hong�as�a�research�director,�focuses�on�the�research�area�

of� sustainable� construction� techniques� and� construction�

management� skills�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pletion� of� resources�

from� the� life� cycle� perspective� of� construction� business.

� � In�order�to�meet�both�academic�and�practical� research�needs�

for� sustainable� and� systematic� construction� management,�

SUSCOM� Lab.� concentrates� on� profound� investigations� on�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imposed� during�

the�life�cycle�of� the�construction�project.�This� includes�researches�

on� scientific� approach� for� a� successful� construction� project�

based� on� life� cycle� cost� analysis,� life� cycle� assessment� and�

productivity� analysis� via� computer� simulation.

� � So� far,� SUSCOM� Lab.� has� published� over� 80� international�

research� articles� in� SCI,� SSCI,� and� SCIE� journals,� and� has�

contributed� to� the� research� field� of� sustainable� construction�

management.�Currently,� the�research�team�continues�research�

investigations�on�establishing�green�building�policies,�developing�

decision� support� models� for� the� implementation� of� energy-�

saving�techniques�and�new�renewable�energies,�and�visualizing�

big� data� using�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 연구분야

-� Integrated�Management� System� for� Life� Cycle� of� a�

� � Construction� Project

-� Optimal� Design,� Construction,� O&M� Technology� for�

Minimizing� Carbon� Emissions�

-�Establishment�of�the�Green�Building�Policies,�Decision�Support�

Models� for� Energy-saving� Tech� &� New� renewable� Energies

-� Visualizing� Big� Data� using�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 Disaster� Management� for� Quick� Response

■ 연구성과

정광복,�구충완,�홍태훈

“An�Estimation�Model�for�Determining�the�Annual�Energy�Cost�

Budget� in� Educational� Facilities� using� SARIMA� (seasonal�

autoregressive� integrated�moving� average)� and�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Energy,� 71,� 71-79� (SCI).�

이민현,�구충완,�홍태훈

“Framework�for�the�Mapping�of�the�Monthly�Average�Daily�Solar�

Radiation� using� an� Advanced� Case-Based� Reasoning� and� a�

Geostatistical�Technique.”�Environmental�Science�and�Technology,�

48(8),� 4604-4612� (SCI).�

홍태훈,�김대호,�구충완,�김지민

“Framework� for� Establishing� the� Optimal� Implementation�

Strategy�of�a�Fuel-cell-based�Combined�Heat�and�Power�System:�

Focused� on� Multi-Family� Housing� Complex.”� Applied� Energy,�

127,� 11-24� (SCI).�

■ 프로젝트

[An�Integrated�Analysis�Moel�for�Determining�the�Optimal�Design�

of� a� New� Renewable� Energy� System� in� a� Building:� STE� and�

GSHP]� Parsons� Brinkerhoff,� Korea,� 2015

[Promoting�Green�Buildings�based�on�Market�Demand�(4th�year)]�

The�Ministry�of�Land,�Transport�and�Maritime�Affairs,�Korea,�2015

[Carbon-Integrated� construction�Management� System� in� CITY�

as� an�organism�(4th� year)]�The�Ministry�of�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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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구조시스템 (Structural� System� and� Earthquake� Engineering)� �

지도교수 김준희

전공분류� 건축구조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472호

전    화� 02-2123-2780,� 5780

홈페이지 http://web.yonsei.ac.kr/archineer/

■ 연구실소개

� �본연구실은내진공학,�지속가능한구조시스템및Emerging�technology

의 융합분야의 삼각 틀 위에서 독창적인 연구를 수행한다.�건축구조

분야 신생연구실로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맞춘 연구방법으로 건

축물의 안정성과 사용성을 확보하여,�작게는 건축 구조계에 궁극적으로

국가 건축물 안전망에 기여할 비전을 가지고 있다.

■ 연구분야

-� 지진공학 및 지진손상 평가

-�하이브리드 시뮬레이션 기법

-�지속 가능한 구조시스템 개발

-�구조 상태 모니터링 기법 및 보강기술 개발

■ 연구성과

신지욱,�김준희,�이기학

연속 지진에 의하여 손상된 필로티 RC�건축물의 BRB�보강 전/후의 취약

성 평가,�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2013,� Vol.� 17,� No.� 3,� pp.�

133~141

신지욱,�김준희,�유영찬,�최기선,�김호룡

거시적 모델을 다르게 고려한 철근콘크리트 벽체의 비선형 해석 연구,�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2012,� Vol.� 16,� No.� 15� pp.� 1~11

김준희,� Ghaboussi,� J

구조모델 개선을 위한 정보기반 하이브리드 모델링 기법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2012,� Vol.� 25,�No.� 4,� pp.� 363~372

김준희,�유영찬

GFRP� 전단연결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중단열 외벽시스템 개발

콘크리트 학회지 (기술기사),� 2012,� Vol.� 24,� No.� 3,� pp.� 41~44

유영찬,�김준희,�김호룡,�최기선

유리섬유복합체(GFRP)�전단연결재로 보강된 중단열 콘크리트 월 패널

의 단열재 종류에 따른 휨 거동 분석,�대한건축학회 논문집,�2011,�Vol.�

27,� No.� 11,� pp.� 61~70

■ 프로젝트

[하이브리드 구조 모델 개선기법을 이용한 구조물 손상 평가연구]�미래

창조과학부.� 2014.07~2017.06

[소규모 건축물의 지진 및 기후변화 대비 구조안정성 확보 기술개발]�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13.05~2015.05

[청라 푸르지오아파트 건축물 안전진단보고서 검토 연구]�대한건축학

회.� 2014.03~2014.06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장비 구축사업]�연세대학교

� 2013.03~2014.02

[해석적 매개변수 연구를 통한 GFRP�전단연결재를 사용한 중단열 벽체

설계기반 구축]�

국토해양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13.06~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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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역사 이론

지도교수 김성우

전공분류� 건축계획 및 건축사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416호

전    화� 02-2123-2780,� 5780

홈페이지 http://arch.yonsei.ac.kr/

■ 연구실소개

� � 건축 역사·이론 연구실은 한국 및 동아시아 건축의 역사,�동양 및 서양

의 건축론 비교,�건축문화재의 관리·보존,�건축역사이론을 배경으로 한

현대건축의 계획·설계·비평,�그리고 도시의 역사 및 도시설계를 포함한

도시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 연구분야

-� 건축역사이론

-�동·서양 건축론 비교

-�문화재 보존관리

-�건축 및 도시의 계획설계

■ 연구성과

안대환 김성우

5세기 고구려 사찰의 8각�목탑에서 탑돌이시설의 가능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4,� Vol.� 30,� No.� 6,�

김성우

중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본 5세기 고구려 사지의 역사적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4,� Vol.� 30,� No.� 6,�

홍매선,�김성우

5~6세기 중국 1탑1금당 불교사찰 배치계획의 변화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4,� Vol.� 30,� No.� 7,�

김성우

중국 및 고구려와의 영향관계로 본 백제 1탑1금당 형식 불사 배치계획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4,� Vol.� 30,� No.� 8,�

김성우 최장순

한국 가톨릭 성당 건축의 토착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2007,� Vol.� 0,� No.� 0,� pp.� 0~0

김성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개혁에 따른 가톨릭교회의 전례 공간 유형

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2005,�Vol.�0,�No.�0,�

pp.� 0~0

■ 프로젝트

[2010년 전국 별서 명승자원 지정조사]�문화재청 2010.03~11

[2012년 세계유산 정기보고를 위한 연구용역]�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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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첨단구조

지도교수 임홍철

전공분류� 건축구조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560호

전    화� 02-2123-2780,� 5780

홈페이지 http://arch.yonsei.ac.kr/

■ 연구실소개

� � 구조와 첨단 공학을 바탕으로,�현장에 적용 가능한 공법을 개발하고,�

경제성 판단에 근거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구현하는데 연구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지하공간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Urban� Under-�

ground� Space,� RCUUS)와 연계하여,�정책,�기획,�설계,�시공,�토목,�

환경,�에너지,�심리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며,�실용적인 성과물을

도출하도록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연구분야

-� 지하공간 개발

-�현장 적용 공법 개발

-�첨단 계측 기술 개발

-�첨단 센서 모니터링

-�건축시공 Value� Engineering� (VE)

■ 연구성과

임홍철 마향화 이석용 이근우 오진원

철근부식 표면측정법 모델링을 통한 콘크리트 내 철근 탐사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 2009,� Vol.� 0,� No.� 0,� pp.� 0~0

임홍철 조영식

Horn� Antenna를 이용한 콘크리트 보강재의 박리탐사 실험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2007,� Vol.� 0,� No.� 0,� pp.� 0~0

임홍철 이효석 우상균 송영철

Microstrip� Patch� Antenna를 이용한 탄소섬유시트 보강콘크리트의

박리 탐사,�비파괴검사학회지,� 2007,� Vol.� 0,� No.� 0,� pp.� 0~0

임홍철 남연수

콘크리트 보강재 박리 검사를 위한 전자파 모델링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2004,� Vol.� 0,� No.� 0,� pp.� 0~0

임홍철 이윤식 우상균 송영철

레이더의 안테나 주파수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두께 측정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 2003,� Vol.� 0,� No.� 0,� pp.� 0~0

임홍철 남국광

유한차분 시간영역법을 이용한 콘크리트 두께측정 전자파 모델링의 적

용,�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2002,� Vol.� 0,� No.� 0,� pp.� 0~0

임홍철 정성훈

비파괴 시험을 위한 콘크리트의 전자기적 특성의 측정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 2000,�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BTO)�지하공간의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개발용역]�대림산업(주),�연세대학교 스마트공간 연구원 지하공간연구

센터 2012.07~2014.06

[초고층 건물의 Structural� Health�Monitoring�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주)바이텍코리아,�연세대학교 스마트공간연구원 지하공간연구

센터 2012.07~2015.05

[층고 절감을 위한 신개념 슬림플로어 공법 개발]�(주)GS건설,�연세대학

교 스마트공간연구원 지하공간연구센터 2013.03~2014.06

[슬림플로어 개발을 위한 각형강관 제작 및 실험]�세아제강,�제일테크노

스,�옥타곤엔지니어링,�에이치피엔지니어링,�연세대학교 스마트공간연

구원 지하공간연구센터 2013.03~2014.06

[연세대학교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CM]�연세대학교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건설사업단 2012.09~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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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설계

지도교수 이상윤

전공분류� 건축설계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408호

전    화� 02-2123-2780,� 5780

홈페이지 http://arch.yonsei.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최적화 설계를 바탕으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크게는 도시설계 및 건축설계부터 인테리어,�디자인 매뉴얼 및

산업디자인까지 포함한 토탈 건축디자인을 표방한다.�주로 공공 건축물

설계와 건축재생에 특화된 설계를 다루고 있으며 친환경과 건축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건축 패러다임을 연구하고 있다.

■ 연구분야

-� 건축설계 및 디자인

-�건축 /�도시재생

-�친환경 건축설계

-�지하 공간 디자인

-�건축 이론

■ 연구성과

박덕규 이상윤 윤병식 김용규

철도통합 무선망 구축을 위한 무선통신방식과 후보주파수대역 제안

한국철도학회논문집,� 2013,� Vol.� 0,� No.� 0,� pp.� 0~0

주봉철 송재준 이상윤

거더형식 프리캐스트 모듈러교량 연속화 지점부에 적용되는 연결슬래

브의 휨성능 및 피로성능 평가,�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2013,�Vol.�

0,� No.� 0,� pp.� 0~0

이상윤 안영수 오민호 정지승 양성돈

PS�강봉으로 일체화된 강합성 라멘교의 거더-교대 접합부의 거동에 관

한 실험적 연구,�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2012,�Vol.�0,�No.�0,�pp.�

0~0

안영수 오민호 정지승 이상윤

PS�강봉으로 일체화된 강합성 라멘교의 거더-교대 접합부에 대한 피로

성능 평가,�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2012,�Vol.�0,�No.�0,�pp.�0~0

이상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신형식 인테그럴 브릿지의 소개:� PIC� 거더교

한국강구조학회지,� 2011,� Vol.� 0,� No.� 0,� pp.� 0~0

호탐탄 최성학 이상윤

학생용 가방의 무게 중심 위치 변화에 따른 척추 하중 분포 분석 대한기

계학회논문집 A,� 2010,�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Hefei� Factory� Renovation]� China,� 2014

[Seagram� Revisit]� New� York,� USA� 2014

[세종시 아트센터]� 2013

[Burial� of� the� Dead]� US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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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OPEN� PLUS�디자인 (openplus� architecture� &� urban� design)�

지도교수 성주은

전공분류� 건축설계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411호

전    화� 02-2123-2780,� 5780

홈페이지 http://www.openplus.kr/about/

■ 연구실소개

� � OPENPLUS�디자인연구실은 건축디자인을 역동적인 도시 맥락 속에

서 해석하고,�디자인 및 디자인 도출과정과 유기적인 도시가 서로 반응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인터뷰,�파일럿 프로젝트,�참여설계

등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을 디자인에 끌어들여

물리적,� 사회적인 관계성을 꾀하여,�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Social�

Sustainability}�디자인을 추구한다.�오픈플러스 연구실은 연구 이외에

도 실무 프로젝트의 진행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의 실험성과 실용성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

■ 연구성과

-� 건축 및 도시 디자인

-�사회적 지속가능성,� 정책

-�건축 마케팅

-�참여디자인

■ 프로젝트

[The� Restaurant� Interior],� Seoul

[KyungHwa� Education� Cetre],� ChangNyung

[Sports� Youth� Hostel],� ChangNyung

[Mapo�Art�마당],�Mapo�Art�Tank,� idea�competition�(Competition)

[Nature-Friendly� Outdoor� Play� Environment� for� the� Chil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in� Yonsei� University],� Yonsei�

University

[Kukje� Gallery� K4� private� room],� Seoul

[Kukje� Gallery� K1� Renovation],� Seoul

[Yangsan� Design� Research� Centre� (competition]

[Hameenkyro� School],� Finland�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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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교통계획 및 통행행태

지도교수 김형진 정진혁

전공분류�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제 3공학관 214호

전    화� 02-2123-2890

홈페이지 http://traffic.urbankorea.com/

■ 연구실소개

-� 도시 및 지역의 교통을 진단하고 이를 연구함

-�교통계획 및 모델링,�교통운영,� 교통경제 및 물류,�통행행태분석

■ 연구분야

-� 교통계획 및 모델링

지역 및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분석,�지역 및 도시교통계획 수립

및 평가,�대중교통시스템,�터미널 및 주차장 계획,�교통시스템과 그 이용

자의 통행행태 연구,�교통체계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함.

-�교통경제 및 물류

교통사업의 경제성 평가,�화물교통체계 및 정책,�물류단지 입지선정,�

요금체계 등의 대중교통체계 분석,�대중교통의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을 함.

-�통행행태분석

계량경제학 모형을 이용한 통행행태 분석,�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통행행

태 분석,�시뮬레이션 기반의 통행행태 분석,�활동기반의 통행행태 분석,�

공간적 상관관계를 고려한 통행행태 분석,�보행교통류의 통행행태 분석

및 시뮬레이션 개발을 함.�

�

�

■ 연구성과

김형진,�정진혁,�배윤경

잠재계층분석에 따른 수단선택모형분석

대한교통학회지,� 2010-06,� Vol.� 28,� No.� 3,� pp.� 99~107

김형진,�손봉수,�이종언

도심 쇼핑을 위한 보행 경로탐색 알고리즘 개발

대한토목학회지,� 2008-03,� Vol.� 28,� No.� 2,� pp.� 147~154

김형진,�손봉수,�박효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연결로에서의 교통사고 예측모형 개발

대한교통학회지,� 2007-06,� Vol.� 25,� No.� 3,� pp.� 123~135

김형진,�손봉수,�오병은

ITS를 활용한 국방수송정보체계 증진에 관한 연구(Improving� the�

Efficiency� of� National� Defense� Transportation� Information�

System� by� ITS� Application),� 대한교통학회지,� 2006-03,� Vol.� 24,�

No.� 1,� pp.� 85-94

김형진,�이연화

통행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도로용량 산출방법(A�Simple�Method�

Employed� in� Network� Assignment� for� Estimating� Roadway�

Capacity,�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04-07,� Vol.� 24,� No.� 4,� pp.�

555~562

■ 프로젝트

[서울시 U-smartway�민간투자사업 교통수요 검토 및 자문]�대우건설

(주),� 2010.12~2011.07

[국도1호선 BRT건설 예비타당성조사]�한국개발연구원(KDI),�2010.04~�

2010.08

[동서울터미널 및 상계동 부지 도시계획변경 제안서 작성용역 중 적정규

모 산정]� (주)한국종합기술,� 2009.10~2010.10

[교통관리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교통정보의 신뢰성 평가 검토]�서울특별

시 시설관리공단,� 2009.04~2009.07�

[교통정보 수익화 사업 성과분석 및 진단 연구용역]�서울특별시 시설관

리공단,� 2009.03~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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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시단지개발

지도교수 김홍규

전공분류�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제 3공학관 211호

전    화� 02-2123-2890

홈페이지 http://design.urbankorea.com/

■ 연구실소개

-� 21세기 인터넷시대에 Cyber� 도시단지 창조

-�도시설계,�도시건축,�도시개발,�단지설계,�단지개발,�조경,�토지 이용

계획 등 소규모에서부터 대규모 개발디자인까지 총괄

-�종합적인 계획,�설계 능력

-�창조성을 증진하고 미래를 선도하는 능력

-�개발개념이 포함된 디벨로퍼(Developer)� 시대에 맞춘

� � � 리더로 양성

■ 연구분야

-� 주거단지 설계 분야

-�첨단산업 단지 설계 분야

-�레져/레크레이션 단지 개발 분야

-�복합용도개발단지 설계 분야

-�신도시,�매립지

-�고속전철역사단지 개발 분야

-�테마파크 설계 분야

-�공원녹지 조경 계획 분야

-�전시관람시설단지 설계 분야

-�대학캠퍼스 설계 분야

■ 연구성과

김홍규

Analysis� of� Local� Acceptance� of� a� Radioactive�Waste� Disposal�

Facility,�Risk�Analysis,�2008-08,�Vol.�28,�No.�4,�pp.�1021~1032

김홍규

인지도를 이용한 한미대학 캠퍼스 이미지 차이 연구

국토연구,� 2006-12,� Vol.� 51,� No.� 0,� pp.� 131~150

김홍규

이용자 특성에 따른 도시가로 경관색채 선호도 분석 :�인사동 거리와

압구정동 거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2006-12,� Vol.� 22,� No.� 3,� pp.� 211~218

■ 프로젝트

[명품도시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주택공사,� 2009.09~

[NAS�수목원/갤러리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주)실버블루,�2008.08~

[서울지하철9호선 2단계 917공구 건설공사 동선시뮬레이션 분야]��(주)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2008.04~

[고구려테마를 이용한 강변지하철역 공공디자인 개선]� 에드피아,�

2007.09~

[W발전 최적입지방안기본구상]� (주)엄앤드이건축사사무소,�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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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첨단교통

지도교수 손봉수

전공분류�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제 3공학관 210호

전    화� 02-2123-2890

홈페이지 http://cuttingedge.urbankorea.com/

■ 연구실소개

-� 교통을 공업적,�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함.

-�교통공학,� ITS,� 도로계획,� 교통안전을 연구함.

■ 연구분야

-� 교통공학 및 도로

통행류 특성분석에 의한 본선구간,�입체교차로(IC),�램프(ramp),�가감속

차선,�종단 및 횡단구배,�도로포장 등의 기하구조,�설계방법,�교통신호체

계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로선형,�도로시설기준,�서비스수준 분석,�

도로건설의 타당성을 분석함.

-� ITS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첨단교통정보시스템(ATIS),�첨단대중교통

분야(APTS),�첨단차량 및 도로분야(AVHS),�첨단화물운송체계(CVO)�

등의 첨단교통관리기법을 연구함.

-�교통안전 및 환경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사고유형 분석,�교통사고발생 저감을 위한 신호시

스템,�도로기하구조 개선방안,�교통혼잡에 의한 대기오염,�소음진동등

의 환경영향 측정 및 분석함.

■ 연구성과

김진태,�노창균,�김태헌,�강상철,�손봉수

대규모 행시기간 비용-효율적 집중 첨단교통관리를 위한 IT융합 교통

서비스,�대한교통학회 교통기술과 정책 ,�2013-02,�Vol.�10,�No.�1,�

pp.� 0~0

노창균,�김봉석,�김진태,�손봉수

이벤트 대응형 ITS� 기술의 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 교통기술과 정책 ,�2012-06,�Vol.�9,�No.�2,�pp.�0~0

김태헌,�노창균,�김원길,�손봉수

난류현상을 이용한 고속도로 합류부의 영향권 세부화 연구

한국도로학회 논문집 ,� 2012-04,� Vol.� 14,� No.� 2,� pp.� 0~0

김태헌,�노창균,�손봉수

도시고속도로 기본구간의 서비스수준별 중차량 영향 분석

대한교통학회지,� 2012-02,� Vol.� 30,� No.� 1,� pp.� 0~0

김원길,�노창균,�손봉수

대중교통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평가 모형 개발

대한교통학회지,� 2012-02,� Vol.� 30,� No.� 1,� pp.� 0~0

■ 프로젝트

[신기술개발센터 도로교통 신기술개발 기획과제 수립연구]�손봉수 외,�

도로교통공단,� 2013.09~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사전 사후평가 및 잔여사업추진방

안 용역]� 손봉수 외,� 서울특별시,� 2013.05~

[세브란스병원 차량동선 및 주차문제 진단]�손봉수 외,�연세대학교 의료

원 ,� 2012.07~

[이벤트 대응형 현장 ITS�장비 기술개발(2/2)]�손봉수 외,�한국건설교통

기술평가원 ,� 2012.06~

[바이저가 회로기판에 설치된 LED�신호등 기능 검증에 관한 연구]�손봉

수 외,� � 대륙아이티에스(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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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시계획 및 개발

지도교수 김갑성

전공분류�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제 3공학관 221호

전    화� 02-2123-2890

홈페이지 http://plan.urbankorea.com/_core/bbs/

■ 연구실소개

-�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공공성과 시장성을 고려한 토지 및 주택정책

-�도시공간의 효율성과 형평성 도모

-�도시분석 모형 개발 및 적용

■ 연구분야

-�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도시공간의 효율성과 형평성 도모

-�공공성과 시장성을 고려한 토지 및 주택정책

-�도시 분석 모형 개발 및 적용

■ 연구성과

강승범,�김갑성

미국 내 한국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 과정

지역연구,� 2012,� Vol.� 28,� No.� 1,� pp.� 19~38

박과영.�김갑성

소득대비지출 비교를 통한 지역격차 분석

지역연구,� 2011,� Vol.� 27,� No.� 1,� pp.� 0~0

김갑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시 건설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제포럼,� 2011,� Vol.� 2,� No.� 4,� pp.� 0~0

김영봉.�이승복.�김은정.�김갑성

동해연안 남북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파급효과 분석

지역연구,� 2009,� Vol.� 25,� No.� 4,� pp.� 0~0

김종중.�김갑성

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 입지요인 분석

국토계획,� 2009,� Vol.� 44,� No.� 7,� pp.� 0~0

Kabsung� Kim,� Jaewan� Hur,� Young-Sung� Lee

An� Economic� Feasibility� Study� on� Shiwha�MTV� project

지역연구,� 2009,� Vol.� 25,� No.� 2,� pp.� 0~0

Kim,� Eun-Jung,� Kabsung� Kim

Time� and� Place:� Health� Disparity� Trends� in� the� US

지역연구,� 2009,� Vol.� 25,� No.� 1,� pp.� 0~0

■ 프로젝트

[고령친화도시 평가시스템 도입방안 연구]�김진.�김갑성,�서울특별시.�

서울시 복지재단,� 2010.12~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양시 기업환경 연구]�김명수,�김갑성,�김창

곤,�이원빈,�순천대학교 동북아물류연구소,� 2010.12~

[익산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실행계획(안)]�김갑성,�허재완,�최주영,�

이상경,�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 2010.12~�

[부천시 정비사업의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적정 완화용적률 산정

연구용역]� 김갑성,� 부천시청,� 2010.12~

[부담금 평가]�원윤희.강운산.김갑성.김원식.박영도.정재호.홍종호,�부

담금운용평가단,�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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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시설계 및 정비

지도교수 이제선

전공분류�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제 3공학관 213호

전    화� 02-2123-2890

홈페이지 http://cityplanning.urbankorea.com/

■ 연구실소개

-� 인간중심적 도시공간설계를 위한 도시설계 및 도시정비이론 연구

-�창의적인 도시공간설계를 위한 설계방법론 연구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조성을 위한 도시설계정책 및 도시설계 가치연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만들기 연구

-�도시계획,�건축,�심리학,�사회학,�경제학 등 도시설계 관련 학문 연구

■ 연구분야

-� 도시 및 단지설계 /�신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

-�주거단지 계획 및 설계

-�도시환경과 심리

-�도시정비 계획 및 설계

-�친안전 및 건강도시 계획 및 설계

■ 연구성과

김민선,�이륜정,�이제선

도시광장내 도시설계요소에 대한 인식과 이용자 만족도 분석

지역개발학회지,� 2013,� Vol.� 25,� No.� 1,� pp.� 0~0

양동석,�이혜진,�이제선

서울시 공동주택단지의 평균층수규제로 인한 주거경관에 대한 거주자

만족도분석,� 건축학회지,� 2013,� Vol.� 29,� No.� 3,� pp.� 0~0

이선우,�오종렬,�이제선

역세권개발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도시설계,� 2012,� Vol.� 28,� No.� 1,� pp.� 0~0

이제선 외

공간구조가 인구성장에 미치는 영향

지역연구,� 2012,� Vol.� 13,� No.� 6,� pp.� 0~0

이제선 외

Analysis�of�Crime�Changing�Trends�after�Housing�Regeneration�

Program,�Community�Safety�&�Environmental�Design,�2010,�Vol.�

1,� No.� 2,� pp.� 117~130

■ 프로젝트

[삶의 질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이제선 외,� 서울시,�

2011

[도시재생 법제개편 및 활성화 방안]� 이제선 외,� 국토해양부,� 2011

[동탄(2)신도시 명품화 방안 구상]�이제선 외,�경기도시공사,� 2010

[2010�도시대상 시행 및 평가]�이제선 외,�국토해양부,� 2010

[군포공업지역 재정비 사업화 방안 연구]�이제선 외,� � LH공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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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역계획 및 개발

지도교수 임업

전공분류�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제 3공학관 212호

전    화� 02-2123-2890

홈페이지 http://trafficreport.urbankorea.com/

■ 연구실소개

� � 연세대학교 임업 교수의 지역계획 및 개발 연구소

■ 연구분야

-� 국토 및 지역계획

지역의 내생적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지속가능한 지역개발,�세계화와

지역개발계획,�신지역주의,�네트워크 도시,�협력적 지역계획,�대도시 거버

넌스

-�지역산업 및 혁신정책

기술 혁신과 지역의 내생적 경제성장,�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지역발

전,� 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체계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

산업입지 및 공간구조 분석,�지식외부효과,�집적경제,�지역경제성장,�인적

자본 외부효과와 지역노동시장

-�공간계량경제학 응용

탐색적 공간자료분석,�공간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이용한 지역경제 분석,�

공간회귀모형 및 위계선형모형의 응용

■ 연구성과

김동현,�임업,� 최예술

청년층 노동의 공간적 이동 및 교육정도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2,� Vol.� 24,� No.� 5,� pp.� 95~104

이헌영,�최예술,�임업

u-City� 구축사업의 지역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2012,� Vol.� 11,� No.� 4,� pp.� 25~37

김동현,�최예술,�임업

일반화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한 지역 간 노동이동요인에 관한 연구,�지역연

구,� 2012,� Vol.� 28,� No.� 3,� pp.� 3~24

조성철,�임업

지식외부효과가 임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수준 변수를 이용한

다층적 모형의 설계,�국토연구,� Vol.� 73,� No.� 2,� pp.� 245~260

남기찬,�임업,� 김홍석,� 이제선

공간구조가 인구성장에 미치는 영향

지역연구,� 2012,� Vol.� 28,� No.� 1,� pp.� 3~18

■ 프로젝트

[직종 특성에 기초한 지역노동시장에서의 지식외부효과와 기업의 혁신

성과]� 임업,�한국연구재단,� 2013.05.01~2014.04.30

[지역노동시장에서 성별 직종분리에 따른 임금격차의 분해 및 직종 숙련

특성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임업,�한국연구재단,�2012.05.�

01~2014.04.30

[지역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본 외부효과가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 :�위계적 일반화 선형모형의 응용]�임업,�한국연구재단,�2011.05.�

01~2012.04.30

[사회적 기업과 지역발전]� 임업,� � 아산사회복지재단,� 2010.07.01~�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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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속가능한 도시전환

지도교수 Marc�Wolfram�

전공분류�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제 3공학관 216호

전    화� 02-2123-2890

홈페이지 http://piece.urbankorea.com/

■ 연구실소개

-�더욱 지속가능하고 복원적인 도시 구조의 변화에 대한 학제 간,�초학문

적인 연구

-�대상 중재 정책의 위한 잠재력,�리스크와 방법,� 계획과 관리

-�연구주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시스템 변화와 전환 이론,�

혁신과 러닝,�환경 정책과 관리,�도시 거버넌스와 관리,�예측 방법

■ 연구분야

-�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복원성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의 이해,�도시와 전환이론의 복합 연구,�도

시 지속가능성의 전환,� Sustainability� sciences

-� � 도시 시스템의 전환

사회-생태계 시스템과(SES)�사회-기술 시스템의(STS)�실행,�정책 전환과

커플링,�전환의 공간,� 장소와 범위,�전환 과정과 가속단계

-�도시 거버넌스 혁신

사회적 학습과 혁신,�변화와 적응 관리,�복원력 조성,�전환 관리(TM),�

지속가능성 환경 평가 (SIA)

-� 도시 전환의 미래예측

전향적 방법의 진화,�미래를 예측하는 방법과 백캐스팅,�참여적 미래

예측과 전환의 아레나

-�도시와 기후변화

도시의 탄소 배출과 싱크,�carbon-footprints,�도시 기후 변화의 적응,�

완화 정책과 방안,�저탄소 도시로의 전환,�에코시티

-�도시 이동성의 전환

지속가능한 도시의 이동성,�도시 교통과 이동성의 사회-기술적 배열 구

성,�도시 교통의 레짐과 니치,�도시의 이동성과 접근성을 위한 사회-기술

적 혁신

■ 연구성과

Wolfram,�M.,� Vogel,� R

Governance� and� design� of� urban� infostructures

Analysing�Key�Socio-Technical�Systems�for�the�Vulnerability�and�

Resilience�of�Cities.� In:�Raumforschung�und�Raumordnung.�2012,�

Vol.�70,�No.�0,�pp.�323-336.�doi:�10.1007/s13147-�012-0169-8

Wolfram,�M

Intelligente�Städte.�Nachhaltiger�Wandel�durch� IKT�will�gelernt�
sein.� In:� PlanerIn,� 2012,� Vol.� 4,� No.� 0,� pp.� 38~40

Wolfram,�M

Großprojekte�am�Scheideweg:�Was�kann�Planung�aus�Stuttgart21�

lernen?� In:�Forum�Stadt.�Themenheft�Stuttgart21�-�Reflexionen,�

2011,� Vol.� 38,� No.� 3,� pp.� 219~236

Wolfram,�M

Geoinformation�und�nachhaltige�Entwicklung.� In:�Der�Städtetag,�
2011,� Vol.� 64,� No.� 2,� pp.� 21~23

Wolfram,�M

Planung� ohne� Steuerung?� Zur� Qualität� und� Orientierung�
kommunaler� Verkehrsentwicklungspläne� in� Deutschland.� In:�
RaumPlanung,� 2009,� Vol.� 147,� No.� 0,� pp.� 26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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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환경공학

지도교수 고광백

전공분류� 토목 (환경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제 1�공학관 301호

전    화� 02-362-3013

홈페이지 http://web.yonsei.ac.kr/envlab/1-introduction.htm

■ 연구실소개

� � 환경공학 제반문제에 대한 이론적인 해석과 자연에 배출되는 오염물

질의 처리방법을 연구,�개발하고 이들 물질의 이동과 전환과정을 고찰하

여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예측,�방지하는데 있다.�아울러,�수질의 성상과

오염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적절히 처리하고,�나아가서는 오염

의 예측을 통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 특히,�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미생물을 이용

한 하,�폐수의 고도처리,�물리,�화학적인 방법에 의한 정수처리,�그리고

오염된 토양의 복원에 관해서는 이론과 실험을 통하여 끊임없이 연구하

고 있다.�또한 졸업 후에는 대기업 및 정부기관의 관련 부서에 진출하여

활발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연구분야

-� 하수고도처리 (하수내 질소와 인의 생물학적 제거 및 난분해성물

� � 질의 고도산화처리)

-� 수질관리,� 하천 및 호수수질의 모형화 및 예측 (Surface� Water� �

� � Quality� Modeling&� Control)

-� 하수처리장의 시운전,� 운하수고도처리 영 및 유지관리(Process� � �

Start-Up� for� POTWs)

-� 부영양화 현상의 규명 및 저감대책 수립(Eutrophication� Control� �

in� Lakes)

-� 폐수처리장 포기장치의 설계 및 운영 (Design� &� Control� of� � � �

Aeration� Systems)

-� 하수처리시스템 및 자연계에 배출된 난분해성 유기오염물 거동의

-�모형화 및 농도예측 (Exposure� Assessment�Modeling)� �

■ 연구성과

이경희,�김효진,�박재한,�주경훈,�고광백

해체공사의 분진발생과 토양,�수질오염의 특성

한국건설관리학회지,� 2010-07,� Vol.� 11,� No.� 4,� pp.� 100~107

박찬규,�이경희,�김효진,�고광백

발파에 의한 해체폐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용출특성 및 주변 하천에

미치는 영향,�한국수처리학회지,�2009-06,�Vol.�17,�No.�2,�pp.�47-54

박찬규,�유남종,�최보경,�고광백

제올라이트 흡착농축 및 촉매연소를 이용한 인쇄공장에서 발생되는 저

농도 대풍량 VOCs�가스 제거,�한국환경과학회지,�2009-03,�Vol.�18,�

No.� 3,� pp.� 283-288

이경희,�김효진,�박찬규,�고광백

발파해체현장에서 발생하는 순간분진의 입경분포

한국환경과학회지,� 2008-10,� Vol.� 17,� No.� 7,� pp.� 71~77

박찬규,�박재한,�최보경,�이정규,�서석호,�안광호,�고광백

UV/H2O2�고도산화를 이용한 Toluene의 제거에 NO3-의 영향,�한국수

처리학회지,� 2008-06,� Vol.� 16,� No.� 2,� pp.�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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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응용역학

지도교수 김문겸

전공분류� 토목(응용역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공과대학 A466

전    화� 02-2123-7504

홈페이지 http://web.yonsei.ac.kr/apply/

■ 연구실소개

� � 응용역학 연구실은 토목공학 제반 분야의 기초가 되는 응용역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1년도에 김문겸 교

수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응용역학의 기초연구와 더불어 다양한 토목

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에 있어서 필요한 기법들을 이론적,�수치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특히,�97년 2학기에 임윤묵 교수가 부임을 하면서 그

연구 활동은 더욱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본 연구실에서는 지상 및 지하

구조체의 역학적 거동을 이론적인 해석법과 더불어,�수치해석적인 모형

화 기법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특히 자연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지하 구조의 불규칙성을 이해하고 역학적인 접근 방법을 모형화하기위

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진문제 중에서

특별히 지하구조물이 지진에 의해서 받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 연구분야

본 연구실에서는 전통적인 응용역학의 분야로 분류되는 탄성론,�소성론,�

구조 안전론,�평면판 곡면판의 문제에 기초하여 최근 세계적으로 응용역

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진동제어,�발파공학,�비파괴

평가 및 파괴역학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또한 유한요소법,�

경계요소법 그리고 개별요소법 등의 수치해석법을 사용하여 형성한 수

치모형에 의한 구조해석연구가 수행중이다.�구조해석의 대상은 지상의

구조물뿐만 아니라 구조물과 일체로 거동하는 암반과 지반에 까지 미치

고 있다.�그러나 수치모형에 의한 연구가 학문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이론적인 배경을 쌓는 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연구성과

김정수,�유지환,�김문겸

화이버 단면 요소를 이용한 강재 보강된 숏크리트 라이닝의 수치해석적

연구,�대한토목학회논문집,�2014-06,�Vol.�34,�No.�3,�pp.�919~930

임윤묵,�김태민,�박종헌,�김문겸

Half-Deck을 포함한 60m�경간 PS�콘크리트 거더의 정적 거동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12-03,� Vol.� 32,� No.� 2,� pp.� 65~73

김태민,�김도학,�김문겸,�임윤묵

Half-Deck을 포함한 60�m�경간 PSC�거더의 단면 및 텐던 프로파일

최적화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11-11,� Vol.� 31,� No.� 6,� pp.�

417~424

유한규,�원종화,�최정현,�김문겸

건설 현장 항타 하중에 의한 지중 삼중관 진동 거동 :� II.� 매설 심도

한국가스학회지,� 2011-08,� Vol.� 15,� No.� 4,� pp.� 15~20

유한규,�원종화,�최정현,�김문겸

건설 현장 항타하중에 의한 지중 삼중관 진동 거동 :� I.� 이격 거리

한국가스학회지,� 2011-06,� Vol.� 15,� No.� 3,� pp.� 58~66

■ 프로젝트

[동토지역 자원이송망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개발]�RIST�포항산업

과학연구원,� 2013.10~

[모듈러강교량의 진동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한 연결부 거동 연구]�RIST�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011.10~

[강연선을 이용한 나선철근 기둥 설계기법 개발]�백양엔지니어링(주),�

2011.10~2012.12.31

[고속철도교량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방안 기초자료 조사]�한국철도기술

연구원,� 2012.04~2012.09

[응력교란수 상세해석 연구]�DM엔지니어링(주),�2011.08~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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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구조 및 교량공학

지도교수 김상효

전공분류� 구조 및 교량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제 1공학관 272호

전    화� 02-2123-2804

홈페이지 http://str.yonsei.ac.kr/korean/portal.php

■ 연구실소개

� �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의 구조 및 교량공학 연구실은

1960년 토목공학과의 창립과 더불어 황학주 명예교수님이 부임하시며

시작되어,�국내에 최신의 교량구조이론과 신기술을 도입 발전시키며,�

50여년간 학계와 공직,�그리고 국내 유수의 건설사 및 설계사에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다.

� � 1991년 김상효 교수님이 부임하시면서 본 연구실에서는 교량의 거동

분석 및 최적시스템 개발과 구조 신뢰성 기반 설계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세계 최초로 온도프리스트레싱 공법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신기술 개발 및 연구를 통해 최근 5년간 31건,�누적 총 66건의

SCI�논문을 게재하고,�54건의 국내외 특허 등록과 국내외 건설사에 대한

총 29건의 기술이전 및 건설 신기술 지정을 통하여 학문적인 성과뿐만

아니라,�중소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용 환경에 기반한 성능중심 교량 유지관리기법을 개발하고

Y형 perfobond�rib�전단연결재,�강관형 연결재 등의 연구를 통해 새로

운 형식의 Hybrid�구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 � 앞으로도 토목구조물의 독창적인 연구를 지속하여 국제적인 건설기

술인력을 양성하고,�선진건설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할 것이다.

■ 연구분야

신형식 구조시스템 및 신공법 개발

-� Y-type� perfobond� rib� 전단연결재 개발

-�횡방향 분절형 프리캐스트 거더 접합용 강관형 연결재 개발

-�수직환기구의 PC연결부개발

-� Spliced� hybrid� I-girder� 개발

-�다양한 형식의 강복부판을 적용한 PSC�거더 개발

-�분절형 강복부판 PSC거더 개발

성능중심 교량유지관리기법 연구

-�요구성능 및 보유성능을 고려한 교량 유지관리기법 개발

-� SOC� 시설물별 LOS�평가 및 목표 LOS�설정 기법 개발

� � 지진 및 동적 거동 연구

-�초고속 자기부상열차용 튜브 구조물의 해석 및 평가

-�교량의 활하중효과 저감을 위한 통행관리 시스템 개발

-�중차량/열차/군중하중 등에 의한 교량의 동적거동 분석

-�중차량/열차하중 시뮬레이션을 위한 인공윤하중 개발

원전격납구조물에 관한 연구

-�목표 사용수명에 따른 성능중심 설계기법 개발

-�원전사고에 따른 LCC�평가기법 개발

-�원전 주변환경조건에 따른 목표안전도 결정기법 개발

-�파형 라이너 벽체구조를 가지는 원전격납구조시스템 개발

 ■ 연구성과

Jeong-Hun�Won,� Ho-Seong� Mha,� Sang-Hyo� Kim

Effects�of�the�earthquake-induced�pounding�upon�pier�motions�

in� the� multi-span� simply� supported� steel� girder� bridge,�

Engineering� Structures� 2015-06,� Vol.� 93,� pp.� 1~12

Sang-Hyo� Kim,� Se-Jun� Park,�Won-Ho� Heo,� Chi-Young� Jung

Shear�resistance�characteristic�and�ductility�of�Y-type�perfobond�

rib�shear�connector,�Steel�and�Composite�Structures,�2015-02,�

Vol.� 18,� No.� 2,� pp.� 497~517

Sang-Hyo�Kim,�Jaegu�Choi,�Se-jun�Park,�Jin-Hee�Ahn,�Chi-Young�Jung

Behavior�of� composite�girder�with�Y-type�perfobond� rib� shear�

connectors,� Journal�of�Constructional�Steel�Research,�2014-12,�

Vol.� 103,� pp.� 27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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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1966년 이래로 변근주 명예교수님의 지도 하에 국내외

콘크리트 구조와 재료의 개발 및 발전을 도모하며 구축되었다.�변근주

명예교수님은 대한토목학회 및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과 아시아콘크리

트학회(ACF)부회장 등을 역임하시며 연세대학교와 콘크리트구조공학

연구실을 국내외적으로 알리셨으며,�지금까지 배출된 본 연구실의 수많

은 동문들은 대학교수,�연구원,�공무원,�공기업,�건설관련 대기업 및

엔지니어링 등에서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활발한 활약과 중추적인 활동

을 하고 있다.�

� �또한 2004년연세방호구조기술센터(Protective�Structural�Technology�

Center)를 설립하여,�국내최초로 폭발하중 등 극한하중에 노출된 콘크

리트 구조물의 구조성능분석 및 해석기법의 연구 등으로 특수분야에서

의 전문적인 후학양성을 도모하고 있다.�

� � 현재 2007년에 부임하신 김장호 교수님의 지도하에 본 연구실의 주

요연구분야는 콘크리트 재료 및 구조분야와 공학분야,�특수분야로 구성

되어 있다.�콘크리트 재료 및 구조분야에서는 황토 및 재활용 PET�섬유

등과 같은 친환경 재료와 target-oriented된 재료 개발을 바탕으로 한

구조성능 평가 및 적용과 신교량 system의 개발 등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콘크리트 공학분야에서는 성능기반형 설계법(PBD)

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콘크리트 특수분야로는 폭발하중,�충격하중

등과 같은 극한하중에 노출된 구조물의 구조성능분석과 explicit�유한요

소해석을 통한 정밀한 해석기법의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 � 또한 정부기관,�한국과학재단,�학술진흥재단,�기업체 등의 연구비 지

원 하에 신소재 분야와의 결합된 콘크리트의 개발,�극한하중에 의한

콘크리트의 파괴기준 규명과 거동분석,�친환경콘크리트의 개발 및 성능

분석 등의 콘크리트의 개발 및 응용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 � 더불어 김장호 교수님과 재학생들은 학생중심의 연구실과 전문적인

졸업생 배출을 목표로 하여 올바른 연구실 system의 초석을 다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친환경 및 저에너지 소모재료 개발

-�고성능 설계법

-�공사기간 단축형 구조 시스템 개발

-�폭발,� 충돌 및 극한하중을 대비한 구조시스템 개발

-�철근콘크리트의 구조해석

-�구조물의 성능평가

-�철근 콘크리트 교량의 설계 및 분석

■ 연구성과

구본민,�최승재,�김장호,�심현보

활성황토를 혼입한 모르타르의 인체유해성 시험r

대한토목학회 2014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2014-10,�Vol.� 0,� No.�

0,� pp.� 1195~1196

김장호 외

다양한 기후요소의 양생조건에 따른 콘크리트 재료특성의 성능중심평

가,�대한토목학회 2014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2014-10,�Vol.�0,�No.�

0,� pp.� 649~650

최지훈,�유영준,�정연주,�김장호

수중용 에폭시를 적용한 모듈형 콘크리트의 접합성능 평가

대한토목학회 2014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2014-10,�Vol.� 0,� No.�

0,� pp.� 643~644

■ 프로젝트

[첨단융합형 건설로봇 연구사업 기획]� 국토교통부,� 2014.12.24-�

2015.12.11�

[극한 폭발/화재 하중 복합손상에 대한 PSC원전 격납구조물 정밀 해석

기반 규제용 성능중심형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원자력안전위원회,�

2014.12.01-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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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소개

� � 건설현장 인력의 노령화와 임금상승은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

고 있는 실정이며,�3D(Dangerous,�Difficult� and�Dirty)업종 기피에

따른 인력난과 기능공의 부족현상은 앞으로 미래사회에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래에 건설 현장 인력의 노령화를 해결하면서,�

작업생산성의 향상과 비용 절감의 효과까지 기대가 가능한 해법이 있을까.�

그 해법 중의하나로토목 및 건축 분야 안에서 건설로보틱스라는 학문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건설 로보틱스는 건설 분야에서 사용되는 장비,�

도구,�공법 등에 있어서 RT기술을 사용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이들을

운영하고 제어하는 분야를 일컬으며,� IT기술을 이용하는 건설 자동화라는

범주에 속한다.

� � 이는 건설 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시키고 근로자의 안전

문제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설 생산성 향상 시키는 방안으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 �환경오염지역이나 극한 기후지역,�광산,�심해,�협소 공간,�지하 등 극한

공간에서의 시공,�유지,�보수 작업을 위한 무인 원격 자동화 건설 장비와

무인 로봇 굴삭기,�고층건물 건축에 있어서 on-site�factory�개념을 도입하

는 고층 건물 시공 자동화,�건설 작업자의 근력을 증강시켜주는 착용형

외골격로봇,�로보틱 크레인과 콘크리트 분사 노즐을 연속적으로 제어하여

하루만에 실물크기의집을 지을 수있는 적층형 건설 (Contour�Crafting)�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 로봇 개발을 위해서는 로봇 요소 기술과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기술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건설 로봇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는 건설현장의

니즈(Needs)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설 프로세스에 맞춰 적용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이러한 시대적,�기술적 요구에 부응하여 연세대학교 토목

공학과에서는 로보틱스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건설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건설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할

목적으로 2008년부터 로보틱스 분야의 교육을 시작하였다.

�

� � 로봇에대한지식을바탕으로다양한건설 자동화시스템에대한이해를

하고,�나아가 토목 및 건설 분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오늘날 로봇의 적용 분야는 기존의 제조업용에서 개인 서비스용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전문 서비스용 로봇으로 계속 확산되어 나가고 있고,�

특히 인접학문과 융합되는 분야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 및 블루오션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건설 로봇은

� �의료,�방재,�국방,�농수산,�공공 안내 로봇 등과 함께 전문 서비스용

로봇으로 분류되고 있다.�제조업용 로봇에 있어서 생산성 향상에기여하면

서 로봇을 확산시켰던 주역이 3D�분야였던 용접 분야이듯이,�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전문 서비스용 로봇 분야에서 로봇을 확산 시킬 수 있는

분야는 인력난과 기능공 부족현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건설 분야의 건설

로보틱스 분야일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또한 로봇이 미래사회에 터미네

이터(terminator)와 같이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국민의 편의와

생존을 위하고 다수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에 사용된다면 그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고,�말 그대로 건설적

인 일인가?�힘들고,�어렵고,�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

주는,�그리고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건설 로봇은

미래사회가 가까워질수록 그 매력과 가능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

■ 연구성과

M.K.� Kang,� S.� Lee� and� J.� H.� Kim

Shape� Optimization� of� a� Mechanically� Decoupled� Six-Axis�

Force/Torque� Sensor,� Sensors� &� Actuators:� A.� Physical,� 2014,�

Vol.� 0,� No.� 0,� pp.� 41~51

Jung-Hoon�Kim,� Jeong�Woo�Han,�Deog�Young�Kim,�Yoon�Su�

Baek,�Design�of�a�Walking�Assistance�Lower�Limb�Exoskeleton�

for� Paraplegic� Patients� and� Hardware� Validation� Using� CoP,�

International� Journal�of�Advanced�Robotic�Systems,�2013,�Vol.�

10,� No.� 0,� pp.� 1~13

조완기,�이경수,�장래혁

주행 안전을 위한 통합 샤시 제어

Journal�of� Institute�of�Control,�Robotics�and�Systems,�2010,�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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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인프라 경영

지도교수 김형관

전공분류� 건설경영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A260

전    화� 02-2123-2795

홈페이지 http://aim.yonsei.ac.kr/

■ 연구실소개

� � Infrastructure� systems� are� crucial� to� all� people� living� in� any�

modern� society.� Infrastructure� system� here� is� defi� ned� as� the�

essential�platform�that�sustains�our�day-to-day�activities,� including�

roads,�buildings,�airports,�subways,� industrial�plants,�water�mains�

and�other� lifelines.�Without�proper�support�of� the� infrastructure,�

it�would�be�remarkably�difficult� to� live�our� lives�with�meaningful�

values� and� dignity.� We� now� face,� though,� ever� increasing�

challenges�to�provide�new�infrastructure�and�maintain�existing�

infrastructure� at� an� acceptable� level� of� quality.� Advanced�

Infrastructure�Management�Group�aims�to�provide�solutions�to�

the� challenges� through� multidisciplinary� research� efforts�

combining� technology,�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 연구성과

박세만,�박태일,�김형관

교랑 공사에 동시공학적용을위한 체크리스트 도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13,� Vol.� 14,� No.� 1,� pp.� 3~11

유안석,�김병일,�김형관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의 핵심성공요인,�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12,� Vol.� 13,� No.� 1,� pp.� 140~147

김동영,�김병일,�전현곤,�김형관

국토해양 분야 R&D�성과의 경제적 효과 분석 모델 개발:�도로교통연구

원의 성과를 중심으로 ,대한토목학회 논문집,�2011,�Vol.�31,�No.�5D,�

pp.� 697~703

김병일,�김두연,�한승헌

실물옵션 및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한 해외 건설시장 진출 의사결정 지원

모델의 개발,�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2009,�Vol.�10,�No.�5,�pp.�

135~147

곽수남,�김두연,�김병일,�최석진,�한승헌

가용정보를 활용한 기획 및 설계초기 단계의 도로 공사비 예측모델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09,� Vol.� 10,� No.� 4,� pp.� 87~100

김두연,�김병일,�여동훈,�한승헌

대표물량 기반의 도로공사 설계단계의 개략공사비 예측모델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2009,� Vol.� 29,� No.� 3D,� pp.� 373~379

■ 프로젝트

[Interlligent� Interactive� InfoEcosystem� for� Automating� and�

Optimizing� On-Site� Safety/Constriction]�

[Proactive� Adaptation� Scenarios� for� Infrastructures� under�

Climate� Change� using� Probabilistic� Life� Cycle� Cost� Analysis� ]�

NRF-2011-00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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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환경공학

지도교수 박준홍

전공분류� 환경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공학원 311호

전    화� 02-312-5798

홈페이지 http://ebtl.yonsei.ac.kr/korean/portal.php

■ 연구실소개

� � EBTL에서는 인간의 지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과학기술 발전을

통하여 인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조절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서는 훼손된 자연생태를 복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제한된 지구환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희 연구실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다.

� � 이러한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진화방향에 대한 혜

안이 있어야 한다.�다음 10년은 IT와 접목한 BT가�인류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부문에 있어 주요 생산기반기술이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고,�이미 진행 중에 있다.�그 후 10년 동안에는 IT/BT�접목

기술들이 환경생태 관련 ET분야와 크게 융합 응용될 것이고 이러한 첨

단 융합 ET가�미래의 생산기반 주요기술로 부각될 것이다.�저희 연구실

은 이러한 과학기술의 진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미래과학기술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기술,�지식 창출과 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연구성과

박준홍 외

저영향개발(Lpw�Impact�Development)�기법 적용 지역 토양 ;�지하수

환경 영향 평가 방법론 제안 연구,� 2014-09

박준홍 외

인 결핍에 따른 하수배양 미세조류의 지방산 특성 분석 연구

2012-10

박준홍 외

폐광산 주변 토양 중금속 오염노출농도 우려기준과 위해성 비교 연구,�

2012-10

박준홍 외

조류성장에 따른 하수 박테리아 군집 변화에 관한 분자생태학적 연구,�

2012-04

박준홍 외

Microbial�profile�of�asymptomatic�and�symptomatic� teeth�with�

primary� endodontic� infections� by� pyrosequencing,� 2011-12

박준홍 외

실제 하수조건에서 조류-세균 복합군집의 생태적 상호작용 및 영양염류

제거 특성 규명,� 2011-09

박준홍 외

지하수 수질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시간적 요염도 추이변화 분석,�

2011-02

박준홍 외

갯벌 미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시료 채취 개수 및 간격 선정을 위한 지구

통계학적 기법과 데이터 마이닝 적용 연구,� 2011-01

박준홍 외

실제 하수조건에서 고지질 함량 조류자원의 생체생성과 하수처리 특성

분석,� 2010-09

박준홍 외

지하수 수질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시간적 오염도 추이변화 분석,�

2011-02

박준홍 외

갯벌 미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시료 채취 개수 및 간격 선정을 위한 지구

통계학적 기법과 데이터 마이닝 적용 연구,� 2011-01

박준홍 외

실제 하수조건에서 고지질 함량 조류자원의 생체생성과 하수처리 특성

분석,� 2010-09

박준홍 외

공학과 젠더:�공학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여학생 공학교육 선도

대학(WIE)사업 분석과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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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도교수 손홍규

전공분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A463�

전    화� 02-2123-2809

홈페이지 http://grslab.yonsei.ac.kr/

■ 연구실소개

� � Study� under� the� guidance� of� Prof.� Sohn� and� Heo.�

� � Geomagics�and�GSIS� lab.�set�up�a�foundation�which� is� image�

process� of� satellite� with� Disital� Photogrammetry� for� a� basis.�

Furthermore,� We� concentrate� our� efforts� on� develop� to�

Mapping�system�that�combine�with�GPS�and�photogrammetry�

automatically.�And�we�are�expanding� the� field�of�study�which�

analyze�GIS�of�urban�and�forest�area�through�change�detection�

and� forest� mapping.�

� � We�have�the�know-how�of�the�aerial�photography�and�high�

resolution� image�which� is� Ikonos,�Quichbird� image.�We�obtain�

good�results� in�a�disaster�analysis�modeling�using�the�SAR�and�

the� Mapping� using� the� LiDAR� AS� we� accomplish� the� NGIS�

project� which� is� order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we�maintain�excellent� results� about� the� policy�

of� GIS.

�

� � We�had�produced�the�first�master’s�degree� in�1978�under�the�

guidance�of�Prof.�Yeu�Bock-Mo,�The�alumni�are�engaged� in�a�

related� enterprise,� academic� circle,� public� office� and� research�

institute.� In�2000,�Prof.�Sohn�Hong-Gyoo� is� taken�over�research�

of�Prof.�Yeo.� In�2005�and� then�Prof.�Heo�proceeded.�Our� lab�

promoted�a�basis�which� is�advanced�study�of�Photogrammetry,�

Satellite� image� processing,� GIS,� GPS� and� Remote� Sensing.

■ 연구성과

강경호,�방건석,�손홍규,�정재훈,�김창재

GIS를 활용한 생태산업단지 및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2011-03,� Vol.� 19,� No.� 1,� pp.� 71~78

조경훈,�허준,� 정재훈,� 김창재,� 김경민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국외산림 바이오매스 추정 현황 및 비교분석

:�다섯 가지 관점에서의 고찰,�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2011-03,�Vol.�

19,� No.� 1,� pp.� 87~96

김상민,�김창재,�한수희,�허준

Landsat�열적외선 위성자료를 이용한 광양제철소 주변 해역 해수표면

온도 분석,�한국측량학회지,�2011-04,�Vol.�29,�No.�2,�pp.�123~131

강경호,�방건석,�손홍규,�정재훈,�김창재

GIS를 활용한 생태산업단지 및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2011-03,� Vol.� 19,� No.� 1,� pp.� 71~78

조경훈,�허준,� 정재훈,� 김창재,� 김경민

원격탐사자료를 이용한 국외산림 바이오매스 추정 현황 및 비교분석 :�

다섯 가지 관점에서의 고찰,�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2011-03,�Vol.�

19,� No.� 1,� pp.� 87~96

■ 프로젝트

[방재개념을 고려한 사회분야별 기술정책 프레임워크 추진 전략 수립]�

소방방재청,� 2013.� 04.� 02~2014.� 04.� 01� �

[INCHEON�REMAP�프로젝트 (재난기술정보공유를 위한 글로벌 체계

구축)]�소방방재청,� 2013.� 04.� 02~2014.� 04.� 01

[SAR�영상 GEO-LOCATION�보정을 위한 핵심 파라미터 산출 및 시스

템 보정방법 연구]� 항공우주연구원,� 2013.� 03.� 01~2013.� 08.� 31

[NASA의 GRACE,�ENVISAT�ALTIMETER,�SAR�자료를 이용한 비접근

지역의 수위 측정 기술 개발]�교육과학기술부,�2012.�09.�01~2013.�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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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반공학

지도교수 윤태섭

전공분류� 지반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A268

전    화� 02-2123-7443

홈페이지 http://gems.yonsei.ac.kr/

■ 연구실소개

� � GEMs� lab� focuses� on� the� research� on� the� geo-energy� and�

geomaterials� including� the�optimization�of� storage�capacity�of�

carbon�dioxide�sequestration,�geothermal�energy,�production�of�

methane�gases�from�gas�hydrate,�engineered�geo-materials�and�

their� engineering� impact� and� applications.� The� methodology�

includes� non-destructive� testing� (elastic� and� electromagnetic�

waves),�thermal�and�electrical�conduction�measurements,�hybrid�

characterization� systems� under� wide� range� of� boundary�

conditions,�and�multi-scale�optical�observation.�The� integrated�

approach�using�both�experimental�and�numerical�analyses�help�

better� understand� and� elucidate� the� complex� behaviors� and�

unprecedented� mechanism� in� geomaterials,� which� effectively�

and� synergistically� lead� the� multidisciplinary� research.

■ 연구분야

-�Optimization�of�geological�sequestration�of�carbon�dioxide� in�

porous�media� :�The�maximization�of� injected�CO2� into�porous�

rock� and� optimization� of� injection� conditions� are� under�

investigation� by� high-pressure� experimental� systems� and�

multiphase�simulation�using�3D�X-ray� images�of�Berea�sandstone�

by�Lattice�Boltzmann�methods�(LBM)�and�parallel�computing�at�

micro-scale.� The� observation� will� be� extended� to�macro-scale�

simulation� to� tackle� mechanism-dependent� fate� of� injected�

carbon� dioxide� in� geomaterials.

-� Evaluation� of� rock� anisotropy� and� microstructures.� :� The�

systematic� scanning� of� 3D� X-ray� images� of� rock� and�

morphology-based�method�quantify�not�only� fabric�and�but�also�

microstructural� pores� in� rocks.� The� embedded� anisotropy� and�

unseen� microscopic� characteristics� are� under� investigation� to�

fundamentally�understand�structural�features�of�geomaterials�and�

relevant� geomechanical� properties.

-� Characterization� of� hydrophobic� geomaterials� :� The� grafting�

organo-silane� on� the� particle� surface� makes� the� synthetic�

hydrophobic� soils� whose� geotechnical� properties� and� relevant�

behaviors�are�being�explored,� initiated�at�Lehigh�University� funded�

by�US.�NSF�and� successively� supported� by�Korea�NRF.�A�wide�

range� of� geophysical,� geomechanical� and� morphological�

properties� are� studied� from� nano-� to� macro-scales.� �

-� Microstructure� of� cement-based�materials� :� The� initation� of�

micro-crack,� spatial� distribution� of� internal� void� space,� and�

temperature� dependent� properties� are� evaluated� using�

experimental,� statistical,� and� numerical� approaches� with� the�

partnership� of� industry� and� academic� collaborators.�

-�Unsaturated�soil�mechanics�:�The�hybrid�soil-water�characteristic�

curve�testing�devices�system�simultaneously�measures�the�matric�

suction� and� thermal-electrical� conductivity� for� soils.� Marine�

sediments�and�non-wettable/wettable�soils�are�under� investigation�

to�comprehend�the�evolutionary�realtive�permeability.�Results�will�

bo� integrated� with� the� numerical� simulation� using� LBM.�

-� Porous�paving� systems� :� The�newly� started� research� in�2013�

on�porous�paving�system�is�supported�by�Engineeing�Research�

Center(ERC).�The�highly�porous�paving�system�and�appropriate�

drainage�system�are�highly�desired�under� intensive�rainfall� in�urban�

area�and�we�aim�to�develop�the�multi-functional�paving�system�

within� several� years.

■ 연구성과

서다와,�윤태섭,�염광수,�정상섬,�문성호

도심지 강우 특성을 고려한 투수성 보도블록의 배수 특성

한국지반공학회 논문집 ,� Vol.� 31,� No.� 1,� pp.� 53~64

이정훈,�이동열,�윤태섭,�이준환

입자의 조건에 따른 정지토압계수 평가

한국지반공학회 논문집 ,� Vol.� 28,� No.� 8,� pp.�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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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기초시스템공학

지도교수 정상섬

전공분류� 지반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A360

전    화� 02-2123-7489

홈페이지 http://www.geossil.com/korean/portal.php

■ 연구실소개

� � Welcome�to�Soil-Substructure� Interaction�Lab(SSIL)�of�Yonsei�

University.�Yonsei�SSIL�has�educated�and�accomplished�countless�

achievements� in� the� field� of� foundation� of� high-rise� building,�

ling-span�bridges,�NATM�tunnels�and�other� infrastructures.�Our�

lab�educated�and�trained�students�to�be�the� leaders� in�the�field�

of� foundation� designing,� and� produced� 9doctors,� 41�masters�

doing�their�part� in�the�society.�And�now,�we�are�training�7�doctors,�

6�masters-doctoral� joint�scholars�and�4�masters.�Current�members�

of�our� lab�are�also�doing� their�part,� studying�and� researching,�

day�and�night.�This�website�provides�wide�range�of� information�

on�curriculum�of�foundation�engineering�education,�activities�of�

graduate� students,� and� programs� related� to� the� foundation�

research.�We� are� always� gratful� for� all� the� interests� and� love�

sent� towards� our� Sol-Substructure� Interaction� Lab.

■ 연구분야

불포화 사면의 위험도 평가

-�국내 불포화 풍화토 사면의 위험도 분석

-�강우특성 및 온도변화에 따른 함수특성곡선 정량화

-�사면의 보강 및 안정해석 기법 개발

초장대 교량의 하부기초

-�초장대 교량 하부기초의 최적설계 기법 제안

-�지반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단일형 현장타설말뚝의 해석기법 개발

초고층 건물하부 기초의 거동 분석

-�매트/현장타설말뚝/Piled� Raft� 기초의 설계 및 거동분석

-�간편 해석기법 개발

-� 3차원 유한요소해석 수행

항타말뚝의 폐색효과

-�폐색효과를 고려한 대구경 강관말뚝의 설계지지력 연구

-�대구경 강관말뚝의 최적설계기법 개발

-�실규모 현장재하시험 수행

■ 연구성과

Byungchul� Kim,� Sangseom� Jeong,� Junyoung� Ko

Proposed�reduction�factor�of�cyclic�p-y�curves�for�drilled�shafts�

in�weathered�soil,� Journal�of� the�Korean�Geotechnical�Society,�

2015,� Vol.� 31,� No.� 2,� pp.� 47~63

Jaehwan� Lee,� Sangseom� Jeong,� Joonkyu� Lee

Development� of� analysis� method� for� mat� foundations�

considering� coupled� soil� springs,� Journal� of�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 2014,� Vol.� 30,� No.� 12,� pp.� 41-49

Junyoung� Ko,� Sangseom� Jeong

Analysis�of�plugging�effect�for�open-ended�piles�based�on�field�

tests,� Journal� of� the� Korean�Geotechnical� Society,� 2014,� Vol.�

30,� No.� 12,� pp.� 51~61

Youngchul� Han,� Sanghwan� Kim,� Sangseom� Jeong

Ground�behavior�around� tunnel�using� tunnel-shaped� trapdoor�

model� test,� Journal�of� the�Korean�Geotechnical�Society,�2014,�

Vol.30,� No.� 4,� pp.� 65~80

Youngchul� Han,� Sangseom� Jeong

A� study� on� the� concrete� lining� behavior� due� to� tunnel�

deteriration

Journal�of� the�Korean�Geotechical�Society,�2014,�Vol.�30,�No.�

4,� pp.�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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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수공학

지도교수 최성욱

전공분류� � � � � 수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A375

전    화� 02-2123-2797

홈페이지 http://envhydro.yonsei.ac.kr/

■ 연구실소개

� � The� missions� of� Yonsei� Environmental� Hydrodynamics�

Research�Group�are�to�understand�the�environment�we� live�and�

to� apply� the� knowledge� to� enh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beings� and� natural� and�man-made� environments.� For�

this,� the� group� members� are� required� to� have� profound� �

background� on� fluid� mechanics� and�modeling� � techniques� in�

either� computational� area� or� � laboratory.� The� group� has�

performed� various� research� activities� including� turbulent� flow� �

modelings,�modelings�of� river�flow�and�morphological�changes,�

direct�numerical�simulations,�and�turbulent�flow�measurements.

■ 연구성과

김태준,�최병웅,�최성욱

GEP�모형을 이용한 교각주위 국부세굴 예측

대한토목학회,� 2014,� Vol.34,� No.� 6,� pp.� 0~0

반채웅,�최성욱

OpenFOAM을 이용한 직사각형 개수로 흐름의 LES

대한토목학회,� 2014,� Vol.34,� No.� 3,� pp.� 833-840

최성욱,�최성욱,�김태준

비선형 k-e모형을 이용한 부분 식생 개수로 흐름의 평균흐름 및

난류구조 수치모의

대한토목학회,� 2014,� Vol.34,� No.� 3,� pp.� 813-620

이성진,�김승기,�최성욱

홍수에 의한 하도변형을 고려한 물리서식처 모의

대한토목학회,� 2014,� Vol.34,� No.� 3,� pp.� 805-812

정상화,�장지연,�최성욱

퍼지논리를 이용한 달천의 물리서식처 모의

韓國水資源學會 論文集,� 2012,� Vol.45,� No.� 2,� pp.� 229-242

최성욱,�최성욱

저수지 퇴배사 모의를 위한 준정류모형

韓國水資源學會 論文集,� 2012,� Vol.45,� No.� 2,� pp.� 217-227

최성욱,�최성욱

준정류모형을 이용한 하천의 준설 웅덩이 발달 모의

韓國水資源學會 論文集,� 2012,� Vol.32,� No.� 1B,� pp.� 53-57

양원준,�장지연,�최성욱

침수식생 개수로에서 난류 및 부유사 이동 특성

韓國水資源學會 論文集,� 2011,� Vol.44,� No.� 5,� pp.� 417-427

임동균,�최영우,�최성욱,�강형식

생태유량 산정을 위한 간편 물리서식처 모의 모형

대한토목학회,� 2011,� Vol.31,� No.� 2B,� pp.� 14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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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설경영 및 정보

지도교수 한승헌

전공분류� 건설경영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제1공학관 A203호

전    화� 02-2123-7493

홈페이지 http://cmi.yonsei.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이슈 및 건설기업 또는 조직차

원의 경영혁신기법 등을 다루는 건설산업경영분야와 건설프로젝트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건설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분야,�그리고 건설 신공법 및 자동화 기술과 인터넷

기반의 건설정보화기법 등을 다루는 건설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 이러한 연구는 건설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시키는데

학문적인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학문성과로 연계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특히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 건설업계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연결시켜 나감으

로써 우리건설 산업의 낡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학문적 틀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리고 건설시장의 세계화라는 대명제 아래 국내 건설업

계의 해외진출 전략과 해외사업 리스크 분석 기법 개발 및 글로벌 프로

젝트 관리 기법에도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건설 산업이 WTO�뉴라

운드 체계하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연구성과

이강욱,�한승헌,�박형근,�진경호

국내 토목산업의 설계-시공 균형발전 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 2013-01

신언일,�한승헌,�장우식,�이용욱

해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계획단계 의사결정

프로세스 모델 구축,�대한토목학회,� 2012-09

최석진,�이강욱,�한승헌

해외건설시장의 신성장동력 공종선택 및 진출전략 도출

한국건설관리학회,� 2012-03

장우식,�홍화욱,�한승헌

해외 LNG�플랜트 리스크 요인 도출 및 우선순위 평가 -�설계단계를

중심으로,� � 한국건설관리학회,� 2011-09

박희대,�박형근,�장현석,�한승헌

고속철도사업의 활성화 및 건설업체의 해외사업참여 확대방안 연구

대한토목학회,� 2011-01

장우식,�박희대,�한승헌,�전종서

공공발주자와 민간기업 측면의 건설공사 온실가스 환경비용 영향분석

-�고속도로 포장공사를 중심으로,� 대한토목학회,� 2011-01

이강욱,�홍화욱,�박희대,�한승헌

입체복합공간 개발사업의 프로그램 성과관리 체계 구축,�한국건설관리

학회,� 2011-01

정우용,�한승헌,�장우식,�구본상

주요 전략지수별로 살펴본 국내 대형 건설업체의 해외건설 진출전략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한국건설관리학회,� 2010-01

김병일,�김두연,�한승헌

실물옵션및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한 해외건설 진출 의사결정 지원모델

의 개발(우수논문상,� 과학기술우수논문상),� 한국건설관리학회,� 20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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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대안설계

지도교수 최문규

전공분류� 건축 설계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전    화� 02-2123-5784

홈페이지 http://cmi.yonsei.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근대에 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관습적으로 행하

는 건축에 대한 유효한 질문을 통해 대아적인 설계 프로세스를 모색한

다.�자연과 인공의 구분과 그 경계,�매일 접해서 보이지 않는 주변에

관심과 해석,�아울러 동시대 사람들 특히 예술가와 건축가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구축적 환경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 연구분야

-� 건축설계 및 디자인

-�건축이론

■ 프로젝트

[한남재정비지구 3구역 마스터플랜 지명현상설계 당선]

[서울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지명 현상설계 당선]

[서울강남지구 디자인명품 주거단지 국제공모당선]

[KIST�게스트하우스 지명현상 설계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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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실험실

(도시환경공학)

▶ UNIST Climate Environment Modeling 

▶ SMART�

▶ Environmental� analytical� chemistry�

▶ 고도산화 환경기술

▶ 청정에너지

▶ Sustainable� Structural� Systems

▶ IRIS�

▶ Nano-AIMS� 구조재료

▶ Smart� Infrastructure� and� Systems�

▶ 콘크리트

▶ Sustainable� Urban� Planning�

▶ Climate� Dynamics�

▶ Applied� Biotechnology� Lab� for� Environment

▶ Realiability� &� Risk� Assessment� laboratory

▶ Modeling� laboratory� for� better� Environmental�Water� quality

▶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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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UNIST Climate Environment Modeling 

지도교수 이명인

전공분류� 도시환경공학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유니스트길 50

전    화� 052-217-0114

홈페이지 http://climate.unist.ac.kr/members/professor.sko

■ 연구실소개

� � We�are�the�UNIST�Climate�Environment�Modeling�Laboratory�

(UCEM),� one� of� dedicated� labs� at� UNIST� for� climate� and�

environmental�studies�since�2010.�Our�research�area�covers�widely�

classical�and�recent�topics� in�weather�and�climate,�with�a�primary�

emphasis� on� climate� sciences� and� modeling.� We� have� been�

developing� earth� system�models�with� a� fully-interactive� global�

carbon� cycle,� which� is� being� prepared� for� a� national� use� in�

responding�to�the�next� IPCC�climate�change�scenario�projections.�

We're�also�developing�high-resolution�global�climate�prediction�

models�with�improved�water�cycle,�which�are�known�to�be�better�

for�simulating�high-impact�weather�and�climate�anomalies.�Our�

lab� is� also� dedicated� to� understanding� and� improving� the�

simulations�of�pronounced�weather�and�climate�variability�and�

their� changes.�These� include�the�various�phenomena�from�the�

time� scale� of� the� daily� cycle� of� warm-season� precipitation,� to�

the�time�scale�of� tropical�waves�and�cyclones,� the�Madden-Julian�

oscillation,� and� to� the� interannual� and� decadal� time� scales� of�

the�El�Nino�and�Southern�Oscillation,�and�beyond.�We�have�been�

supported� and� partnered� by� major� research� institutes� and�

foundations,� including�the�Korean�Meteorological�Administration�

(KMA),� National� Institute� of�Meteorological� Research� (NIMR),�

APEC� Climate� Center� (APCC),� Korea� Institute� of� Atmospheric�

Prediction�Systems�(KIAPS),�and�the�National�Research�Foundation�

of�Korea� (NRF).�We�are�also� collaborating�actively�with�NASA�

Goddard�Space�Flight�Center�for�joint� research�project�and�scholar�

exchanges.

■ 연구분야

-� Global� Climate� Model

-� Climate� Dynamics

-� Urban� Environmnet

-� Global� Carben� Cycle

-� Seasonal� Prediciton

�

■ 연구성과

Kang,� D.,�M.–I.� Lee,� J.� Im,� D.� Kim,� H.-M.� Kim,� H.-S.� Kang,� S.�

D.� Schubert,� A.� Arribas,� C.� MacLachlan

Prediction�of�the�Arctic�Oscillation� in�Boreal�Winter�by�Dynamical�

Seasonal� Forecasting�Systems,�Geophys.�Res.� Lett.,� 2014,�Vol.�

41,� No.� 0,� pp.� 3577-3585,� DOI:10.1002/2014GL060011

Kang,� D.,� J.� Im*,�M.-I.� Lee,� and� L.� J.� Quackenbush

The�MODIS� Ice�Surface�Temperature�Product�as�an�Indicator�of�

Sea� Ice�Minimum�over�the�Arctic�Ocean,�Remote�Sens.�Environ,�

Vol.� 152,� No.� 0,� pp.� 99-108,� DOI:10.1016/j.rse.2014.05.012

Lee,�M.-I.,� H.-S.� Kang,� D.� Kim,� D.� Kim,� H.� Kim,� and�D.� Kang

Validation�of� the�Experimental�Hindcasts�Produced�by�the�GloSea4�

Seasonal�Prediction�System,�2014,�Vol.�50,�No.�3,�pp.�307-326,�

DOI:10.1007/s13143-014-0019-4

Kim,� D.,� M.-I.� Lee,� H.-M.� Kim,� and� S.� D.� Schubert

The�Modulation�of�Tropical�Storm�Activity� in�the�Western�North�

Pacific�by�the�Madden-Julian�Oscillation� in�the�GEOS-5�AGCM�

Experiments,� Atmos.� Sci.� Lett,� 2014,� DOI:10.1002/asl2.509

Shin,� S.H.,� M.-I.� Lee,� and� O.-K.� Kim

Examinations�of�cloud�variability�and�future�change� in�the�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phase� 3� simulations

Asia-Paific� J.� Atmos.� Sci.,� 2014,� Vol.� 50,� No.� 4,� pp.� 481-495

Kim,� H.-M,�M.-I.� Lee,� P.J.� Webster,� D.� Kim,� and� J.-H.� Yoo

A�physical�Basis� for�the�Probabilistic�Prediction�of� the�Accumulated�

Tropical� Cyclone� Kinetic� Energy� in� the�Western� North� Pacific

J.� Clim,� 2013,� Vol.� 26,� No.� 0,� pp.� 7981-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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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SMART�

지도교수 권영남

전공분류� 도시환경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전    화� 052-217-2871

홈페이지 http://smartlab.unist.ac.kr/index2.asp

■ 연구실소개

� � Aquatic� chemistry� and� its� application� to� the� analysis� and�

solution� of� specific� chemical� problems� in� aqueous� solutions.

Better�understanding�and�application�of�membrane�technology�

to� water� or� wastewater� treatment

-�Characterization�of�membranes�using�various�analytical�tools:�

Atomic� Force� Microscop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Contact� Angle� Analyzer,� Streaming� Potential� Analyzer,� etc.

-� Synthesis� and� modification� of� membranes� to� improve�

performance� and� chemical/physical� properties

-� Development� of�membrane� degradation�mechanism� due� to�

chlorination� and� bromination

-� Investigation� of� membrane� energetics� and� nanoscale�

investigation� of� membrane� surface

-� Control� of� membrane� fouling� to� reduce� the� maintenance/�

operational� costs�

-�Removal�of�emerging�contaminants�(perfluorinated�compounds�

and� pharmaceutical� compounds)� using� membrane� and�

membrane-� photocatlytic� oxidation� hybrid� system.

� Development�of� innovative� technologies� for� the� treatment�of�

contaminated� water

■ 연구분야

-� Synthesis� and� Preparation� of� membranes

-�Modification� of� membranes

-� Study� of� membrane� fouling

-� Study� of� membrane� degradation

■ 연구성과

Choi� HY,� Jung� YD,� Han� SS,� Tak� TM,� Kwon� YN

Surface� modification� of� SWRO� membranes� using� hydroxyl�

poly(oxyethylene)� methacrylate� and� zwitterionic� carboxylated�

polyethyleneimine,�Journal�of�Membrane�Science,�2015-03,�Vol.�

0,� No.� 0,� pp.� 0~0

Dwivedi�AD,�Dubey�AP,� Sillanpa�M,� Liimatainen�H,� Suopajarvi�

T,� Niinimakil� J,� Kwon� YN,� Lee� C

Distinctive�green�recovery�of�silver�species�from�modified�cellulose:�

Mechanism�and� spectroscopic�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of�

Biological�Macromolecules� ,�2015,�Vol.�76,�No.�0,�pp.�109~118

Dwivedi�AD,�Dubey�SP,�Sillanpaa�M,�Kwon�YN,�Lee�CH,�Varmac�

RS

Fate�of�Engineered�Nanoparticles:� Implications� in�the�Environment

Coordination�Chemistry�Reviews,�2015,�Vol.�287,�No.�0,�pp.�64~78

Guochi� Huang;� Seong-Kyun� Kim;� Byung-Sung� Kim

A� wideband� LNA�with� active� balun� for� DVB-T� application

Circuits� and� Systems,� 2009.� ISCAS� 2009.� IEEE� International�

Symposium,� 2009,� Vol.� 0,� No.� 0,� pp.� 421~424

Ahn� HR,� Tak� TM,� Kwon� YN

Preparation�and�applications�of�poly�vinyl�alcohol� (PVA)�modified�

cellulose� acetate� (CA)� membranes� for� forward� osmosis� (FO)�

processes,� Desalination� and�Water� Treatment,� 2015.� Vol.� 53,�

No.� 0,� p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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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Environmental� analytical� chemistry

지도교수 최성득

전공분류� 건축설비환경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전    화� 052-217-2811

홈페이지 http://home.unist.ac.kr/professor/sdchoi/

■ 연구실소개

� � Our�research�goal� is� to�understand�the�multimedia�fate�of� toxic�

chemicals:�Dioxins,�PCBs,�PBDEs,�PAHs,�PPCPs,�PFCs,�and�Heavy�

metals.

�

■ 연구성과

권혜옥,�김영성,�김상균,�홍지형,�최성득

유해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위한 우선순위 산업단지와 측정지점의 체

계적인 선정방법,�한국환경분석학회지,�2014-06,�Vol.�17,�No.�2,�pp.�

63~72

정근식,�권혜옥,�이윤세,�정새미,�오정은,�최성득

대도시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대기오염특성 규명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환경분석학회지,� 2013-12,� Vol.� 16,� No.� 4,� pp.� 239~249

권혜옥,�손희식,�오주연,�오정은,�최성득

태화강 수계의 중금속 농도 분포와 오염도 평가

한국환경분석학회지,� 2013-09,� Vol.� 16,� No.� 3,� pp.� 212~219

최성득

화학물질사고로부터 안전한 울산을 위한 제언

울산발전,� 2013-06,� Vol.� 40,� No.� 0,� pp.� 28~39

최성득

수동대기채취기를 이용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농도산정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013-04,� Vol.� 29,� No.� 2,� pp.� 217~227

박은정,�권혜옥,�오주연,�최성득

태화강 수계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농도수준과 지리적 분포

한국환경분석학회지,� 2012-09,� Vol.� 15,� No.� 3,� pp.� 155~162

오주연,�권혜옥,�이윤세,�박은정,�김철수,�손희식,�예진,� 최성득

초음파를 이용한 슬러지 감량화와 중금속 용출

한국환경분석학회지,� 2012-06,� Vol.� 15,� No.� 2,� pp.� 79~85

권혜옥,�이윤세,�예진,� 손희식,� 김철수,� 최성득

신축 도서관 실내공간에서의 유해대기오염물질 오염수준

한국환경분석학회지,� 2012-03,� Vol.� 15,� No.� 1,� pp.� 1~8

이윤세,�최성득,�권혜옥,�김철수,�손희식,�예진

울산지역 대기 중 아황산가스의 시공간적 오염특성

한국환경분석학회지,� 2011-12,� Vol.� 14,� No.� 4,� pp.� 249~256

■ 프로젝트

[2014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측정망 신규 POPs�분석용역],�한

국환경공단 연구용역,� 2014.09~2015.02

[화학물질 사고 대응 유해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기술],�한국화학연구원

위탁과제,� 2013.09~2013.12

[권역별 대기오염 특성 심화 연구(I)� -�거점대학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 2013.06~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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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고도산화 환경기술

지도교수 이창하

전공분류� 도시 환경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전    화� 052-217-2812

홈페이지 http://artlab.campushomepage.com/index2.asp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화학적 산화기술,�나노기술,�광화학 기술 등을 포함

한 다양한 화학적 수처리 기술들을 통한 수중 오염물질들의 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나 폐기물들을 이용한 에너

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선진 수처리 공정의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는 연구분야이다.

■ 연구분야

Water�treatment�technologies�using�(photo)�chemical�reactions�

are� useful� for� cleaning� biologically� toxic� and� recalcitrant-�

contaminants�such�as�aromatics,�pesticides,�endocrine�disruptors,�

and� pharmaceuticals.� These� technologies� transform� water�

contaminants� into� less�toxic�and�stable�products,�and�depending�

on� the� treatment� condition� they� completely� mineralize� the�

contaminants� into�water,� carbon� dioxide,� and� inorganic� salts.

The� major� research� goals� of� our� group� are� two-fold:

-� to� develop� novel� water� treatment� technologies� based� on�

chemical� reactions� that� are� innovativ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energy-efficient;

-� to�study�the�fate�and�behaviors�of�emerging�contaminants� in�

natural� aquatic� systems� and� water� treatment� processes.� �

■ 연구성과

이창하

수처리용 Heterogeneous� Fenton� 촉매의 개발과 응용

Ceramic� Korea,� 2015,� Vol.� 0,� No.� 0,� pp.� 60~68

김학현,�이혜진,�김형은,�이홍신,�이병대,�이창하

영가철 기반 펜톤 시스템을 활용한 페놀의 산화분해

지하수토양환경,� 2013,� Vol.� 18,� No.� 4,� pp.� 50~57

이혜진,�이홍신,�이창하

울산시 상수원수에서의 오존분해 특성 및 의약물질 분해 거동 연구

상하수도학회지,� 2013,� Vol.� 27,� No.� 1,� pp.� 39~47

이창하

고도산화기술을 이용한 수처리

화학세계,� 2012,� Vol.� 0,� No.� 0,� pp.� 8~16

■ 프로젝트

[해수담수화 농축수 저감을 위한 저에너지 증발농축 기술 개발],�국토교

통부,� 2014.12~2017.12

[조류 독소물질 제어를 위한 대체산화제 적용조건 연구],� 연구재단,�

2014.05~2017.04

[이산화탄소의 라디칼전환을 통한 신개념 고도산화 수처리 기술 개발],� �

교과부,� 2013.12~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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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청정에너지

지도교수 서용원

전공분류� 건축설비환경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전    화� 052-217-0114

홈페이지 http://ywseo.unist.ac.kr/index2.asp

■ 연구실소개

� � Our� dedicated� studies� include�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to�mitigate� global� warming� and� to� pursue� the�

clean�use�of� fossil� fuels.�Major�research�interests�are�applications�

of�gas�hydrates�to�energy�and�environmental�systems�focusing�

on� CO2� capture,� CO2� storage,� natural� gas� storage� and�

transportation,� and� hydrogen� storage.� Gas� hydrates� are� solid�

inclusion�compounds�in�which�gas�molecules�are�trapped�within�

a�crystal�structure�of�water�and�have�many�technical�applications�

due�to�the�ability� to�capture�specific�gas�components.�Another�

research� interest� is� CO2� capture� using� regenerable� solid�

sorbents,� which� is� thought� to� be� cost-effective� and� energy-�

efficient.

■ 연구분야

Thermodynamic�and�physicochemical� analyses� of� gas�hydrates

-� Stability� condition� measuremets

-� Thermal� property� measurements

-� Spectroscopic� analyse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 CO2� capture� using� gas� hydrate� formation

-� CO2� storage� in� the� natural� gas� hydrate� layer� (CH4-CO2� � � �

� swapping)

-� CO2� capture� using� regenerable� solid� sorbents� �

Recovery� of� other� global� warming� gases� (SF6,� fluorinated�

hydrocarbons)

Gas� storage� and� transportation� (natural� gas,� hydrogen)

Flow� assurance� and� subsea� engineering

Desalination� and� water� treatment

■ 연구성과

Shin,� K.,� Park,� J.,� Kim,� J.,� Kim,� H.,� Lee,� Y.,� Seo,� Y.� and� Seo,�

YT,� Evaluation� of� Hydrate� Inhibition� Performance� of�

Water-soluble� Polymers� using� Torque� Measurement� and�

Differential�Scanning�Calorimeter,�Korean�Chemical�Engineering�

Research,� 2014,� Vol.� 52,� No.� 6,� pp.� 814~820

Lee,� S.,� Park,� S.,� Lee,� Y.,� Kim,� Y.,� Lee,� J.D.,� Lee,� J.,� and� Seo,�

Y.,� Measurements� of� Dissociation� Enthalpy� for� Simple� Gas�

Hydrates�Using�High�Pressure�Differential�Scanning�Calorimetry,�

Korean�Chemical� Engineering�Research,�2012,�Vol.�50,�No.�4,�

pp.� 666~671

Lee,� S.,� Park,� S.,� Lee,� Y.,� Lee,� S.,� and� Seo,� Y.

Phase� Equilibria� and� 13C� NMR� Analysis� of� the� Double�

Semi-Clathrates�Containing�TBAB,�Korean�Chemical�Engineering�

Research,� 2011,� Vol.� 49,� No.� 3,� pp.� 367~371

Seo,� Y.,� Moon,� Y.S.,� Jo,� S.H.,� Ryu,� C.K.� and� Yi,� C.K.

Effects�of�Steam�and�Temperature�on�CO2�Capture�Using�a�Dry�

Regenerable� Sorbent� in� a� Bubbling� Fluidized� Bed,�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2005,� Vol.� 43,� No.� 4,� pp.�

537~541

Seo,� Y.,� Lee,� H.,� Kang,� S.P.,� Lee,� S.,� and� Park,� K.H.

Phase� Equilibria� and� Spectroscopic� Analysis� of� Mixed� Gas�

Hydrates�Containing�Chlorinated�Hydrocarbons,�2002,�Vol.�40,�

No.� 1,� pp.� 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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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Sustainable� Structural� Systems�

지도교수 신명수

전공분류� 건축시공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전    화� 052-217-0114

홈페이지 http://msshin.pe.kr/index2.asp

■ 연구실소개

� � UNIST�신명수 교수의 Sustainable� Structural� Systems� Lab.

■ 연구분야

-� Earthquake-resistant� design,� modeling,� and� assessment�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 Design� optimization� of� tall� building� structural� systems�

subjected� to� multi-hazards

-� High� performance� fiber-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s

-�Sustainable�construction�materials� (e.g.,�self-healing�concrete,�

sulfur� concrete,� recycled� aggregate)

�

■ 연구성과

Son� M.,� Shin�M.� and� Jeong� S

Nonlinear�seismic�assessment�of� irregular�coupled�wall�systems�

using� high� performance� fiber-reinforced� cement� composites

Structural�Design�of�Tall�and�Special�Buildings�(to�be�submitted),�

2015,� Vol.� 0,� No.� 0,� pp.� 0~0

Han� S.,� Rew� K.,� Shin� M.� and� Lee� K.

Effect�of�HPFRCC�on� reduction�of� transverse� reinforcement� in�

coupling�beams�with�bundled�diagonal�bars,�Construction�and�

Building�Materials� (to�be� submitted),�2015,�Vol.�0,�No.�0,�pp.�

0~0

Han� S.*,� Kwon� H.,� Shin� M.� and� Lee� K

Behavior�of�fiber�reinforced�beams�with�diagonal� reinforcement

Magazine� of� Concrete� Research,� 2014-12,� Vol.� 0,� No.� 0,� pp.�

0~0

Dang� H.,� Shin�M.,� Han� S.� and� Lee� K.

Experimental� and� analytical� assessment� of� SRF� and� Aramid�

composites� in�retrofitting�RC�columns,�Earthquakes�&�Structures,�

2014,� Vol.� 7,� No.� 5,� pp.� 797~816

Choi� S.,� Lee� D.,� Oh� J.,� Kim� K.*,� Lee� J.� and� Shin�M

Unified� equivalent� frame�method� for� flat� plate� slab� structures�

under� combined�gravity� and� lateral� loads� -�part�2:� verification

Earthquakes�and�Structures,�2014,�Vol.�7,�No.�5,�pp.�735~751

Kim� K.,� Choi� S.,� Ju� H.,� Lee� D.,� Lee� J.� and� Shin� M

Unified� equivalent� frame�method� for� flat� plate� slab� structures�

under� combined� gravity� and� lateral� loads� -� part� 1:� derivation

Earthquakes�and�Structures,�2014,�Vol.�7,�No.�5,�pp.�719~733

Han� S.,� Kwon� H.,� Shin� M.� and� Lee� K.

Cyclic� performance� of� precast� coupling� beams� with� bundled�

diagonal� reinforcement,� Engineering�Structures,�2015-03,�Vol.�

0,� No.� 0,� pp.� 0~0

Gwon� S.,� Shin�M.,� Pimentel� B.� and� Lee� D.

Nonlinear�modeling�parameters�of�RC�coupling�beams�in�a�coupled�

wall�system,�Earthquakes�&�Structures,�2014,�Vol.�7,�No.�5,�pp.�

81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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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IRIS�

지도교수 임정호

전공분류� 건설시공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전    화� 052-217-0114

홈페이지 http://iris.unist.ac.kr/index.sko

■ 연구실소개

� � The� IRIS� lab� utilizes� remote� sensing,� GIS� modeling,�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to� broaden� and�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Earth� systems� under� climate� variability/�

change,� and� leverages� this� knowledge� to� better�manage� and�

control�critical� functions�related�to�terrestrial,�coastal,�and�polar�

ecosystems,�natural�and�man-made�disasters,�water� resources,�

and� carbon� sequestration.

■ 연구성과

Rhee,� J.,� Im,� J.

Estimating� high-resolution� air� temperature� for� regions� with�

limited� in-situ�data,�Remote�Sensing,�2014,�Vol.�6,�No.�0,�pp.�

7360~7378

Lu,� Z.,� Im,� J.,� Rhee,� J.,� Hodgson,� M.E.

Building�type�classification�using�spatial�attributes�derived�from�

LiDAR� remote� sensing� data,�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2014,� Vol.� 130,� No.� 0,� pp.� 134~148

Kang,� D.,� Im,� J.,� Lee,� M.,� Quackenbush,� L.J.

The�MODIS� ice�surface�temperature�product�as�an� indicator�of�

sea� ice� minimum� over� the� Arctic� Ocean,� Remote� Sensing� of�

Environment,� 2014,� Vol.� 152,� No.� 0,� pp.� 99~108

Kang,�D.,�Lee,�M.,� Im,�J.,�Kim,�D.,�Kim,�H.,�Kang,�H.,�Schubert,�

S.,� Arribas,� A.,� MacMachlan,� C.

Prediction�of�the�Arctic�Oscillation� in�boreal�winter�by�dynamical�

seasonal� forecasting� systems,�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2014,� Vol.� 41,� No.� 0,� pp.� 3577~3585

Kim,� Y.,� Im,� J.,� Ha,� H.,� Choi,� J.,� Ha,� S.

Machine� learning� approaches� to� coastal� water� quality�

monitoring� using� GOCI� satellite� data,� GIScience� and� Remote�

Sensing,� 2014,� Vol.� 51,� No.� 2,� pp.� 158~174

Li,� M.,� Im,� J.,� Liu,� T.,� Quackenbush,� L.J.

Forest� biomass� and� carbon� stock� quantification� using� full�

waveform� LiDAR� data� in� montane� forests,� IEEE� Journal� of�

Selected� Topics� in� Applied� Earth� Observations� and� Remote�

Sensing,� in� press,� 2014,� Vol.� 0,� No.� 0,� pp.� 0~0

Li,� M.,� Im,� J.,� Beier,� C.

Machine� learning� approaches� for� forest� classification� and�

change�analysis�using�multi-temporal� Landsat� TM� images�over�

Huntington� Wildlife� Forest,� GIScience� and� Remote� Sensing,�

2013,� Vol.� 50,� No.� 4,� pp.� 361~384

Jung,� J.,� Kim,� S.,�Hong,� S.,� Kim,� K.,� Kim,� E.,� Im,� J.,� and�Heo,�

J.

Effects� of� national� forest� inventory� location� error� on� forest�

carbon� stock� estimation� using� k-nearest� neighbor� algorithm,�

ISPRS� Journal�of�Photogrammetry� and�Remote�Sensing,�2013,�

Vol.� 81,� No.� 0,� pp.� 82~92



MATERIC� 2015년 Architectural� &� Civil� Engineering� Labs.

208

연 구 실 Nano-AIMS�구조재료

지도교수 오재은

전공분류� 건축시공재료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전    화� 052-217-0114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nanoaims/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친환경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로슬래그(철강산

업부산물)�및 플라이애시(석탄발전소의 석탄재)�등의 산업부산폐기물들

을 무시멘트 결합재의 주원료로 하여 개발 및 연구한다.�

■ 연구분야

-� 건축공학/건설공학을 기반

-�재료과학(Material� Science)분야를 접목시킨 융합연구실

-�나노/마이크로 기반의 재료분석기법 (예:� XRD,� NMR,� XRF,� SEN,�

FTIR,� 방사광가속기)을 적극 활용

■ 연구성과

Jae� Eun�Oh,�Yubin� Jun,�Yeonung� Jeong,�Paulo� J.M.�Monteiro

The� importance� of� the�network-modifying�element� content� in�

fly�ash�as�a�simple�measure�to�predict� its�strength�potential� for�

alkali-activation,�Cement�&�Concrete�Composites,�2015,�Vol.�57,�

No.� 0,� pp.� 44~54

Yubin� Jun,� Jae� Eun� Oh

Microstructural�characterization�of�alkali-activation�of�six�korean�

class�F� fly�ashes�with�different�geopolymeric� reactivity�and�their�

zeolitic� precursors� with� various�mixture� designs,� 2015,� �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Vol.� 0,� No.� 0,� pp.� 0~0

Dongho� Jeon,� Yubin� Jun,� Yeonung� Jeong,� Jae� Eun� Oh

Microstructural�and�strength� improvements�through�the�use�of�

Na2CO3� in� a� cementless� Ca(OH)2-activated� Class� F� fly� ash�

system,�Cement�and�Concrete�Research,�2015,�Vol.�67,�No.�0�

Yubin� Jun,� Jae� Eun� Oh,� Yeonung� Jeong,� Jongnam� Park,�

Ju-hyung� Ha,� Seok� Gyu� Sohn

Influence� of� the� structural� modification� of� polycarboxylate�

copolymer�with�a� low�dispersing�ability�on�the�set-retarding�of�

Portland�cement,�KSCE�Journal�of�Civil�Engineering,�2014,�Vol.�

0,� No.� 0,� pp.� 0~0

Sungchul�Bae,�Cagla�Meral,� Jae�Eun�Oh,�Juhyuk�Moon,�Martin�

Kunz,� Paulo� Monteiro

Characterization� of� morphology� and� hydration� products� of�

high-volume� fly� ash� paste� by� monochromatic� scanning� x-ray�

micro-diffraction,� Cement� and� Concrete� Research,� 2014,� Vol.�

59,� No.� 0,� pp.� 155~164

Jae� Eun� Oh,� Yubin� Jun,� Yeonung� Jeong

Characterization� for� geopolymers� from� compositionally� and�

physically� different� Class� F� fly� ashes,� Cement� &� Concrete�

Composites,� 2014,� Vol.� 50,� No.� 0,� pp.� 16~26

Yubin� Jun,� Jae� Eun� Oh

Mechanical�and�microstructural�dissimilarities� in�alkali-activation�

for� Six� Class� F� Korean� fly� ashes,�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2014,� Vol.� 52,� No.� 0,� pp.� 396~403

Min� Sik� Kim,� Yubin� Jun,� Changha� Lee,� Jae� Eun� Oh

Use� of� CaO� as� an� activator� for� producing� a� price-competitive�

non-cement� structural� binder� using� 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Cement� and� Concrete� Research,� 2013,� Vol.� 54,�

No.� 12,� pp.� 208~2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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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Smart� Infrastructure� and� Systems�

지도교수 심성한

전공분류� 건축시공재료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전    화� 052-217-0114

홈페이지 http://shm.unist.ac.kr/

■ 연구실소개

� � Welcome� to� Smart� Infrastructure� Systems� Lab

� � Smart� Infrastructure�Systems�Lab�at�UNIST� is� to�address�critical�

issues� in�structural�health�monitoring�and�disaster�mitigation�for�

resilient� and� sustainable� civil� infrastructure

■ 연구분야

-� structural� dynamics

-�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 wireless� sensor� and� sensor� network

-� earthquake� engineering

-� multi-sensor� fusion

-� risk� assessment

■ 연구성과

박종웅,�심성한,�정병진,�이진학

경사 및 가속도 계측자료 융합을 통한 풍력 터빈의 변위 추정,�대한토목

학회지,� 2015,� Vol.� 35,� No.� 1,� pp.� 0~0

이준화,�조수진,�심성한

임의의 위치에서 사용 가능한 영상 기반 변위 계측 시스템,� 2014,�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 18,� No.� 6,� pp.� 0~0

조수진,�심성한,�김은성

영상 기반 변위 계측장치의 현장 적용 성능 평가,�한국산학기술학회지,�

2014,� Vol.� 15,� No.� 9,� pp.� 0~0

조수진,�윤정방,�심성한

진동법을 이용한 사장교의 시공 중 장력 평가,��한국안전학회지,�2014,�

Vol.� 29,� No.� 2,� pp.� 38~44

김은성,�박종웅,�심성한

차세대고속열차 운행에 따른 호남고속선 강합성교의 동특성 분석,�한국

산학기술학회지,� 2013,� Vol.� 14,� No.� 7,� pp.� 0~0

Zhang,�M.,� Xie,� H.,� Sim,� S.-H.,� and� Spencer,� Jr.,� B.F.

Distributed�Modal� Identification�based�on�Stochastic�Subspace�

Method,� Journal� of� Shenzhen� University,� Science� and�

Engineering,� 2009,� Vol.� 26,� No.� 4,� pp.� 39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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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콘크리트

지도교수 김재홍

전공분류� 건축시공재료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전    화� 052-217-0114

홈페이지 http://concrete.unist.ac.kr/

■ 연구실소개

� � 유니스트 콘크리트 연구실(Research�Group�for�Concrete�Struct-�

ures�and�Materials)은 콘크리트 또는 미래의 건설재료가 구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성능 평가(Safety,� Serviceability,� Durability� and�

Constructability)에 대한 역학적인 접근(Mechanics-Based�Approach)

을 시도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시공성능과 관련된 레올로지(Rheology)� 분야

-�슬럼프 실험

■ 연구성과

김재홍

AME2B-2013�참가기

콘크리트학회지,� 2012-03,� Vol.� 25,� No.� 2,� pp.� 59~60

김재홍

시멘트 기반 재료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2009-05,��콘크리트학회지,�

Vol.� 21,� No.� 3,� pp.� 94~95

권승희,�김재홍

자기충전 콘크리트의 현장 타설에 대한 경제성분석

콘크리트학회지,� 2009-03,� Vol.� 21,� No.� 2,� pp.� 67~71

곽효경,�김도연,�하수준,�김재홍

콘크리트구조물의 유한요소해석

콘크리트학회지,� 2008-07,� Vol.� 20,� No.� 4,� pp.� 12~20

민지영,�김재홍,�곽효경,�윤정방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균열 깊이 측정을 위한 표면파 투과기법의 적용

및 개선,�비파괴검사학회지,�2008-04,�Vol.�28,�No.�2,�pp.�164~176

이인규,�곽효경,�김재홍

Lamb파 전달을 이용한 볼트 연결된 얇은 강판부재의 손상해석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2006-07,� Vol.� 26,� No.� 4A,� pp.� 58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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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Sustainable� Urban� Planning�

지도교수 최기형

전공분류� 건축 환경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전    화� 052-217-0114

홈페이지 http://gicho.unist.ac.kr/index.sko

■ 연구실소개

� � 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이에 한

해결방안 역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과거에는 주택

부족,�교통체증,�환경오염 등 전형적인 도시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시계획가의 주요한 역할이었다.�최근 우리도시는 기후변화,�도시재생,�

도시안전,�에너지고갈 등 새로운 도시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으며,�이에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계획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 지속가능 도시계획 연구실 (Sustainable� Urban� Planning� Lab)은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문제들을 진단 평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구집단이다.�

� �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방식으로 도시현상과 문제들을 분석하고,�최종

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

는 연구를 수행한다.�

■ 연구성과

Cho,� G.� and� Rodriguez,� D

Neighborhood�Design,�Neighborhood�Location�and�Three�Types�

of�Walking:�Results�from�the�Washington�DC�area,�Environment�

and� Planning� B,� 2014� Vol.� 0,� No.� 0,� pp.� 0~0

Cho,� G.� and� Rodriguez,� D�

Location� or� Design?:� Associations� between� Neighborhood�

Location,�Built�Environment�and�Walking,�2014,�Vol.�0,�No.�0,�

pp.� 0~0

Cho,� G.� and� Rodriguez,� D

The� Influence�of�Residential�Dissonance�on�Physical�Activity�and�

Walking,� Journal�of�Transport�Geography,�2014-06,�Vol.�0,�No.�

0,� pp.� 0~0

Rodriguez,�D,�Cho,�G� ,� Elder,� J.,� Conway,� T.� amd�Evenson,� K�

Identifying�walking� trips� from�G.PS�and�accelerometer�data� in�

adolescent� females,� Journal� of�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2012,� Vol.� 9,� No.� 3,� pp.� 421~431

조기혁,�안건혁,�이창무

주거지역의 토지이용변화에 가로 체계가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 2001,� Vol.� 17,� No.� 11,� pp.� 207~214

■ 프로젝트

[원전지원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학술용역],�울산울주군,� 2014-2015

[시-공간 행태지도 구현을 위한 모델 개발 및 적용],�한국연구재단 신진

연구,� 2012~2015

[주민참여를 통한 언양읍성 옛길 안심마을 조성 학술용역],�울산울주군,�

2014

[신속한 지진정보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효과 분석 연구],�기상

청,� 2012~2014

[Green�Ulsan�조성계획 수립 및 태양전지 보트 경주 대회 개최],�2012



MATERIC� 2015년 Architectural� &� Civil� Engineering� Labs.

212

연 구 실 Climate� Dynamics�

지도교수 강사라

전공분류� 도시환경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전    화� 052-217-0114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cdlunist/

■ 연구실소개

� � 유니스트 강사라 교수의 Climate� Dynamics� Lab

■ 연구분야

Extratropical� influence� on� the� tropics

It� has� not� been� recognized�until� recently� that� the� extratropics�

can�force�the�tropics.�Many�studies�such�as�Zhang�and�Delworth�

(2005)� and� Chiang� and� Bitz� (2005)� have� demonstrated� that�

extratropical� thermal� forcing� induced� either� by� weakening� of�

thermohaline�circulation�or� imposing�Arctic�sea� ice�can�shift�the�

inter-tropical� convergence� zone� (ITCZ)� southward,� away� from�

the� cooled� northern� hemisphere.� For� my� PhD� thesis,� I� have�

worked� on� the� mechanism� by� which� how� the� extratropical�

thermal� forcing� can� affect� the� tropical� precipitation,� as�

summarized� in� the� schematic� below.� In� this� line,� with� my�

collaborators,� D.� Frierson� and� Y.-T.� Hwang,� we� have� recently�

attributed� the� 20th� century� tropical� rainfall� change,� especially�

1980s�African� drought,� to�Northern�Hemisphere� air� pollution.�

This� research� has� garnered� much� attention� from� the� news�

media.

Impact� of� ozone-hole� on� subtropical� rainfall

The�Southern�Hemisphere�mid-�to�high-latitude�circulation�has�

undergone�marked�climate�change�over�the�past�few�decades.�

One� of� the� most� pronounced� features� is� a� poleward�

displacement� of� the� extratropical� jet,� which� has� been�

accompanied� by� a� poleward� shift� of� mid-� to� high-latitude�

precipitation�associated�with�the�extratropical�storm�track.�Many�

studies� have� shown� that� these�are� caused�by� the� ozone-hole.�

My�research�demonstrated�that�the�ozone�hole�has�contributed�

to� the� observed� change� in� subtropical� precipitation,� and�

exposed�a�sequence�of�high-to-� low� latitude�causes�and�effects�

linking� stratospheric� polar� ozone� depletion� all� the� way� to�

subtropical�moistening.�This�study�was�published�in�Science�and�

received�much� attention� from� the� media.

■ 연구성과

Chae,�Y.,�S.�M.�Kang*,�S.-J.�Jeong,�B.�Kim,�and�D.�M.�W.�Frierson

Arctic� greening� can� cause� earlier� seasonality� of� Arctic�

amplification,��Geophys.�Res.�Lett,�2015,�Vol.�42,�No.�0,�pp.0~0

Seo,� J.,� S.� M.� Kang*,� and� D.� M.�W.� Frierson

Sensitivity�of� Intertropical�Convergence�Zone�Movement�to�the�

Latitudinal� Position� of� Thermal� Forcing,� J.� Climate,� 2014,�Vol.�

27,� No.� 8,� pp.� 3035~3042

Kang,� S.� M.,� R.� Seager,� D.� M.�W.� Frierson,� and� X.� Liu

Croll�Revisited:�Why� is� the�Northern�Hemisphere�Warmer�than�

the�Southern�Hemisphere,�Clim.�Dyn,�2014,�Vol.�0,�No.�0,�pp.�

0~0

Kang,� S.� M.� and� S.-P.� Xie

Dependence� of� climate� response� on� meridional� structure� of�

external� thermal� forcing,� J.� Climate,� Vol.� 27,� No.� 0,� pp.�

559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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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Applied� Biotechnology� Lab� for� Environment

지도교수 이창수

전공분류� 건설공학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전    화� 052-217-0114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cdlunist/

■ 연구실소개

� � ABLE�was� founded� in�Feb�2012�and� is�now� in� the� first� step�

towards� a�world-class� R&D� unit�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Engineering�and�Biotechnology.�We�study�microbial�ecophysiology�

and�community�dynamics� in�natural�and�engineered�ecosystems�

with� particular� interests� in� bioprocesses� treating� waste/�

wastewater.�As�the�performance�of�a�bioprocess�fully�depends�

on� the� concerted� activity� of� microorganisms� involved,� it� is�

important� how� to� link� changes� in� process� performance� to�

changes� in�microbial�community�structure.�Such�approaches�will�

provide� comprehensive� microbial� insights� into� the� systems� of�

interest�and�finally�give�the�clue�for� fundamental�and�substantial�

enhancement� of� bioprocess� performance.� Given� the� ever�

increasing� demand� for� alternative� energy� sourc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BLE� particularly� focuses� on�

"waste-to-energy"�biotechnologies�producing�clean�energy�and�

stabilizing�pollution�load�simultaneously.�We�are�also� interested�

in�nutrient�removal/recovery,�biofilm�formation,�sludge�manage-�

ment,� toxic� compounds� treatment,� etc.� ABLE’s� research� even�

extends� to� the� development� of� new� tools� for� investigating�

environmental�microbial�communities�and�their�applications�to�

environmental� monitoring.

■ 연구분야

-�Anaerobic�bioconversion�of�waste�to�valuable�products:�biogas�

(CH4� and� H2),� organic� acids,� and� alcohols

-� Bioelectrochemical� systems� converting� off-gas� to� valuable�

chemicals

-�Biological�nutrient�removal�and�recovery�from�waste:�nitrogen,�

phosphorus,� and�metals

-�Microbial�community�diversity�and�dynamics� in�environmental�

bioprocesses�

■ 연구성과

Kim� J,� Lee� C

Response�of�a�continuous�biomethanation�process�to�transient�

organic� shock� loads� under� controlled� and� uncontrolled� pH�

conditions,�Water� Res,� 2015,� Vol.� 73,� No.� 0,� pp.68~77

Kim� J,� Lee� C

Rapid� fingerprinting� of� methanogenic� communities� by�

high-resolution�melting�analysis,�Bioresour�Technol,�2014,�Vol.�

174,� No.� 0,� pp.� 321~327

Bae�H,� Chung� Y-C,� Yang�H,� Lee� C,� Aryaparatama� R,� Yoo� YJ,�

Lee� S

Assessment�of�bacterial�community�structure� in�nitrifying�biofilm�

under� inorganic� carbon-sufficient� and� -limited� conditions,� � J�

Environ� Sci� Health� A,� 2014,� Vol.� 50,� No.� 0,� pp.� 201~212

Kim� J,� Jung� H,� Lee� C

Shifts� in�bacterial�and�archaeal�community�structures�during�the�

batch� biomethanation� of� Ulva� biomass� under� mesophilic�

conditions,�Bioresour� Technol� ,�Vol.�169,�No.�0,�pp.�502~509

Baek� G,� Kim� J,� Lee� C

Influence�of�ferric�oxyhydroxide�addition�on�biomethanation�of�

waste� activated� sludge� in� a� continuous� reactor,� � Bioresour�

Technol,� Vol.� 166,� No.� 0,� pp.� 59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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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Realiability� &� Risk� Assessment� laboratory

지도교수 Marco� Torbol

전공분류� 토목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전    화� 052-217-0114

홈페이지 http://r2alab.unist.ac.kr/

■ 연구실소개

� � The� scope� of� the� R2A� laboratory� is� to� improve� the� current�

state�of� the�art�and�to�develop�new�innovative�methodologies�

for� the� reliability� and� risk� assessment� of� civil� infrastructure�

systems.�Examples�of�such�systems�are�highway�transportation�

networks,� railroad�networks,�water�distribution�systems,�power�

distribution� grids,� and� nuclear� power� plants.

� � We�are�interested�in�the�performance�of�the�civil� infrastructure�

system� as� a� whole� rather� than� on� the� single� vulnerable�

component.�Because,� failure�of� a� component� is� a�disaster�but�

failure� of� a� system� or� part� of� it� can� potentially� generate� a�

catastrophe.�A�catastrophe�brings� immense� loss�of�assets,� loss�

of� life,�misfortune�for�many�years�and/or�over�a� large�area�after�

the� initial� events.

� � The�research� field� includes:� the� inputs,� the�outputs,�and�the�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itself.� Inputs� include� fragility�

analysis�of� the�vulnerable�components�and�probabilistic�hazard�

analysis� of� the� different� hazards.� Tsunami,� flood,� earthquake,�

and�hurricane�are�examples�of�hazards�taken� into�consideration.�

The� study� of� the� outputs� includes� benefit/cost� analysis,�

evaluation� of� the� consequences,� and� risk� mitigation� through�

strengthening� of� the� system.

� � R2A� laboratory� is�part�of� the�Disaster�and�Risk�Management�

track� of� the� School� of� Urba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EE)�at�Ulsan�Institute�of�Science�and�Technology�(UNIST)�and�

we�work�together�with�the�other�tracks� in�a�multi-�disciplinary�

environment� to� achieve� the� School� research� goals.

■ 연구분야

-� Accelerated�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of� nuclear� power�

plants� through� parallel� computing

-� Fragility� analysis� of� vulnerable� components� subject� to�

concurrent� hazard� events

-�Bridge�life-span�extension�using� ICT,�partial� replacement�and�

low-carbon�materials� (ICT� bridge)

-� Real-time� reliability� analysis� of� civil� infrastructure� using�

multi-GPU� systems

■ 연구성과

Torbol� M

Real-Time� Frequency-Domain� Decomposition� for�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Using� General-Purpose� Graphic� Processing�

Unit,� Computer� Aided� Civil� 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2014,� Vol.� 0,� No.� 0,� pp.0~0

Shinozuka� M,� Konstantinos� Papakonstantinou,� Torbol� M,�

Sehwan� Kim

Real-time� remote� monitoring:� the� DuraMote� platform� and�

experiments� towards� future,� advanced,� large� scale� SCADA�

systems,�Structure�and� Infrastructure�Engineering,�2014,�Vol.�0,�

No.� 0,� pp.� 0~0

Kim� S,� Torbol� M,� Chou� P� H

Next�generation�SCADA�system�for� intelligent�structural�health�

monitoring,� �Smart�Structures�and�Systems,�,�Vol.�0,�No.�0,�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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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Modeling� laboratory� for� better� Environmental� Water� quality

지도교수 조경화

전공분류� 도시환경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전    화� 052-217-0114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unistmew/

■ 연구실소개

� � Our� research� explores� the� understanding� of� physical,� bio-�

logical� and� chemical� processes� that� influence�water� resources�

and�sustainability.�We�are�particularly� interested�in�water�quality�

control� and� pollution� prevention� strategies.� Water� pollution�

prevention�and�control�measures�are�essential� to� improve�water�

quality�and� lead�to�reduced�costs� for�wastewater�and�drinking�

water�treatment.�Since�water�pollution�can�be�caused�by�many�

different�sources,�a�variety�of�pollution�prevention�and�control�

are�necessary.�Currently,� the�effects�of�climate-changed-induced�

extreme�events�on�water�quality�have�been�discovered.�This� is�

another� challenge� preventing� water� quality� due� to� greater�

complexity� and� uncertainty.� Here,� Our� research� goal� is� to�

provide� scientific� information� for� water� quality� control� and�

pollution�prevention�considering�land�use�characteristics,�human�

activities,� and� meteorological� conditions

■ 연구분야

-� Surface�Water� Quality� Modeling�

-� Low� Impact� Development�

-� Remote� Sensing� of� Algal� Blooms�

■ 연구성과

Jong-Oh�Kim,�Kyung�Hwa�Cho,�Tae-Won�Park,�Seong-Rin�Lim,�

Seokkoo� Kang.� Young� Mo� Kim

Application�of� a�combined� three-stage�system� for� reclamation�

of�tunnel�construction�wastewater,�Environmental�Technology,�

Accepted,� Vol.� 0,� No.� 0,� pp.0~0

Kyung�Hwa�Cho*;� Irem�Daloglu;�Nathan�S.�Bosch;�Donald�Scavia

Optimizing� Agricultural� Best�Management� Practices� in� a� Lake�

Erie�Watershed,� Journal� of� Great� Lakes� Research,� � Accepted,�

Vol.� 0,� No.� 0,� pp.� 0~0

YoonKyung� Cha;� Young� Mo� Kim,� Jae-Woo� Choi,� Suthipong�

Sthiannopkao*,� Kyung� Hwa� Cho*

Bayesian�Modeling� Approach� for� Characterizing� Groundwater�

Arsenic� Contamination� in� the� Mekong� River� Basin,�

Chemosphere,� Accepted,�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한국연구재단 일반 기본연구],�교육부,� 2014.11~

[KIST�녹조저감기술연구단],� 미래창조부,� 2014.07~

[Asian-Pacific� Network� Project],� NSF,� 2013.10~

[통합 도시 물순환 해석 모형 개발 및 실용화],�국토교통부,�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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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지도교수 김정섭

전공분류� 도시환경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00번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전    화� 052-217-0114

홈페이지 http://jskim.unist.ac.kr/index.sko

■ 연구실소개

� � The�research� in�the�housing�and�urban�development�lab�aims�

to�construct�equitable�and�resilient�cities�by�analyzing�housing�

and�urban�development�issues�and�suggesting�policy�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s� based� on� the� urban� planning� and�

economy� theories.� Research� areas� include� housing� policy,�

housing� market� analysis,� affordable� housing,� neighborhood�

change,�urban�regeneration,�and�social�vulnerability,�as�well�as�

international� development.

■ 연구분야

-� Affordable� Housing,� Housing� Policy�

-� Neighborhood� Dynamics,� Mixed� Income� Communities

-� Urban� Regeneration,� Infill� and� Redevelopment

-� Social� Diversity,� Social� Inequality

-� Community� Resilience,� Social� Vunerability

-� Policy� Evaluation,� Quantitative� Analysis.� GIS

■ 연구성과

Kim,� J

Achieving�Mixed�Income�Communities� through� Infill?:�The�Effect�

of� Infill� Housing�on�Neighborhood� Income�Diversity,� Journalof�

Urban� Affairs,� Vol.� 0,� No.� 0,� pp.0~0

Blanco,� A.,� Kim,� J.,� Ray,� A.,� Stewart,� C.,&� Chung,� H

Affordability�After�Subsidies:�Understanding�the�Trajectories�of�

Former� Assisted� Housing� in� Florida,� Housing� Policy� Debate,�

forthcoming,� 2015,� Vol.� 0,� No.� 0,� pp.� 0~0

Kim,� J.,� Steiner,� R.� L.,� &� Yang,� Y

The� Evolution� of� Transportation� Concurrency� and� Urban�

Development� Pattern� in� Miami-Dade� County,� Florida,� Urban�

Affairs� Review,� 2014,� Vol.� 50,� No.� 5,� pp.� 648~671

Kim,� J.,� Chung,� H.,� &� Blanco,� A

THE�SUBURBANIZATION�OF�DECLINE:�FILTERING,�NEIGHBORHOODS,�

AND�HOUSING�MARKET�DYNAMICS,�Journal�of�Urban�Affairs,�

2013,� Vol.� 35,� No.� 4,� pp.� 43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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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토목공학)

▶ 친환경건축설계스튜디오

▶ 건축역사의장

▶ 건축디자인스튜디오

▶ 건축설계이론

▶ 건축계획 및 평가

▶ 통합건축디자인스튜디오

▶ 도시설계

▶ 건설경영 & 기술

▶ 콘크리트 구조시스템 

▶ 진동제어 

▶ 내진 & 최적설계

▶ 건설재료 

▶ 콘크리트 구조 

▶ 수자원/상하수도 공학 

▶ 스마트구조물 구조동역학

▶ 도로/교통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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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친환경건축설계스튜디오

지도교수 주석중

전공분류� 건축,� 도시설계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제2공학관 312호

전    화� 062-530-1636

홈페이지 http://altair.chonnam.ac.kr/~joo/

■ 연구실소개

� � 관심분야는 학교건축,�주거 및 아파트 건축,�상업시설건축,�병원건축

을 다루고 있으며 광주 시내의 초등학교와 공동주택의 도면 및 자료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 � 학내에 비치된 모형 제작실은 여러 가지의 훌륭한 모형 제작기와 모형

재료를 구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모형제작을 통하여 설계를

하는데 보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연구분야

-� 친환경 건축 요소 개발과 분석

-�목조 건축의 구조와 디자인 개발

-�보급형 목구조 주택의 개발연구

■ 연구성과

주석중 외

목조주택 모형 개발을 위한 평면 모듈 설정에 대한 연구

2007-02,� 대한 주거학회

■ 프로젝트

[바이오 하우징 목조캠프]� 2005-08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2005

[구봉화산 관광명소화사업 기본계획]� 2004.11

[광양시 청소년 수련회관]� 2004

[광주광역시 야간경관 지역별 기본 및 실행계획]� 2004.04

[광양시 사회복지시설 건립기본계획 연구]� 2003.08

[엔터-2� 빌딩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소재 근생시설)]� 999.08~�

2000.08

[부민상호신용금고 사옥(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소재)]� 1994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발전계획]�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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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역사의장

지도교수 천득염

전공분류� 건축,� 도시설계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제2공학관 315호

전    화� 062-530-1637

홈페이지 http://archi.jnu.ac.kr/

■ 연구실소개

� � 전남대학교 천득염 교수의 건축역사의장연구실

■ 연구분야

전통건축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활용방안

-�전통 건축물의 설계 및 수리·보수방안 연구,�역사문화자원의 복원·정비

계획

-�전통건축의 구축기법 및 발전방향 연구

-�근대건축물의 역사성에 대한 인식과 보존·개발에 대한 연구

-� 2차 사료에 의거한 고대 및 중세 건축문화의 규명

친환경적 생태마을 구성기법 연구

-�전통마을의 친환경적 구성기법 연구

-�해외 선진국의 생태마을의 조성에 대한 조사연구

-�현대의 집합주거지 계획에 적용가능한 마을의 구성요소 연구

건축이론 및 서양건축

-�서양건축의 역사적인 흐름 및 시대성 연구

-�동·서양 건축의 의장특성에 관한 연구

신한옥의 보급화 및 활성화 방안

-�재료/제품 시스템 개발 및 벽체/지붕 시스템 개발

-�전통한옥의 지붕,�벽체,�담장,�기와 등의 부재요소 성능향상에 대한

연구

■ 연구성과

천득염 외

불탑의 의미와 어원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2011-12,� Vol.� 0,� No.� 0,� pp.� 0~0

천득염 외

조선말기 궁궐의 다포계 공포의 살미 조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1-08,� Vol.� 0,� No.� 0,� pp.� 0~0

천득염 외

인도 평지사원 탑형부조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2011-08,� Vol.� 0,� No.� 0,� pp.� 0~0

천득염 외

섬진강 중류지역 누정의 건축적 특성

호남문화연구,� 2011-06,� Vol.� 0,� No.� 0,� pp.� 0~0

천득염 외

탑돌이 유형과 민속적 전개

한국건축역사학회논문집,� 2011-06,� Vol.� 0,� No.� 0,� pp.� 0~0

■ 프로젝트

[광주향교 정밀실측조사 보고서]�광주시,� 2011.10

[진도 금골산 5층석탑 해체수리보수보고서]�진도군,� 2011.08

[송광사 불교문화역사관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송광사,� 2009.09�

[영암 사자사 목탑복원 타당성 검토]� 영암군,� 2009.03

[천년고찰 도립사 보제루 복원정비계획안]�도림사,�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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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디자인스튜디오

지도교수 오세규

전공분류� 건축계획 및 설계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전    화� 062-530-1638

홈페이지 http://archi.jnu.ac.kr/

■ 연구실소개

� � 전남대학교 오세규 교수의 건축디자인스튜디오

■ 연구분야

-� 기후순응형 저탄소 그린 홈 개발

-�지속가능한 주거(지)�연구

-�지역성을 담는 건축디자인

-�도시와 지역의 공공성을 실현한 프로젝트

■ 연구성과

오상목 오세규

실내 수공간 도입에 따른 온열 환경 변화 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뭄집 2012,� Vol.� 0,� No.� 0,� pp.� 0~0

조성우,�오세규,�김남국

동물건축의 기후순응 디자인 기법 및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2011,� Vol.� 0,� No.� 0,� pp.� 0~0

문출성 오세규 조성우

공동주택단지배치의 간극비와 바람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11,� Vol.� 0,� No.� 0,� pp.� 0~0

오상목 오세규

축소모형을 이용한 실내 수공간 도입 효과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10,� Vol.� 0,� No.� 0,� pp.� 0~0

원현성 오상목 오세규

아파트 발코니 공간으로의 이중외피 적용이 냉방기 실내 공간 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2009,�Vol.�

0,� No.� 0,� pp.� 0~0

오상목 김선옥 오세규

켄 양의 초고층 건축 분석을 통한 보이드 공간의 친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2008,�Vol.�0,�No.�0,�pp.�0~0

김병수 오상목 오세규

역사 환경 체험을 고려한 보행네트워크 구성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2008,� Vol.� 0,� No.� 0,� pp.� 0~0

김진우 오상목 오세규

동일단지 내 거주위치에 따른 옥외생활공간 만족도 분석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눈문집,� 2008,� Vol.� 0,� No.� 0,� pp.� 0~0

오상목 오세규

거주자 참여방법이 적용된 주거지계획 프로젝트의 프로그래밍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2008,�Vol.�0,�No.�0,�pp.�0~0

원현성 김진우 오세규

유럽 집합주택을 대상으로 한 환경친화적 외피의 특성 분석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08,�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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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설계이론

지도교수 이효원

전공분류� 건축계획/설계,� 현대건축이론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전    화� 062-530-1638

홈페이지 http://archi.jnu.ac.kr/

■ 연구실소개

� � 전남대학교 이효원 교수의 건축설계이론연구실

■ 연구분야

-� 건축이론 :�근.현대건축이론,� Louis� I.� Khan

-� 건축계획

-�사회통합형 공유공간

-�제로에너지 주거 및 단지계획

-�노인의료복지시설

-�건축설계 :�기본 설계 및 현상설계

■ 연구성과

조주영 이효원

종합병원 병실 내 광선반과 블라인드 설치 방식에 따른 자연채광 유입

효과 연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2013,�Vol.�0,�No.�0,�pp.�

0~0

천영수 이기학 이효원 박영은 송진규

완화된 단부 배근상세를 갖는 특수전단벽 구조시스템의 내진성능평가,�

한구콘크리트학회논문집,� 2013,� Vol.� 0,� No.� 0,� pp.� 0~0

조주용 이기호 이효원

종합병원 병실 내 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선반 길이 및 Slat각�제어에

따른 자연채광 유입 환경 연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2012,�

Vol.� 0,� No.� 0,� pp.� 0~0

송정석 최우람 김희원 이효원

계획형 생태마을의 주민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12,� Vol.� 0,� No.� 0,� pp.� 0~0

송정석,�이효원

주민참여형 생태마을의 계획요소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11,� Vol.� 0,� No.� 0,� pp.� 0~0

조주영,�이효원

물리적환경과 치유오소를 고려한 치매노인요양시설 치유환경 평가도구

연구,�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2011,�Vol.�0,�No.�0,�pp.�0~0

윤형일,�송정석,�이효원

농어촌주택 표준설계의 유용조도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11,� Vol.� 0,� No.� 0,� pp.� 0~0

손영하,�윤영일,�이효원

안도의 건축구성과 자연의 대응에 따른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2009,� Vol.� 0,� No.� 0,� pp.� 0~0

조주영 이효원

노인요양시설 생활공간의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2009,� Vol.� 0,� No.� 0,� pp.� 0~0

최우람 이효원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의 동태모형 개발

에 관한 연구,�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2009,�Vol.� 0,�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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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계획 및 평가

지도교수 유우상

전공분류� 건축계획 및 설계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전    화� 062-530-1638

홈페이지 http://archi.jnu.ac.kr/

■ 연구실소개

� � 전남대학교 유우상 교수의 건축계획 및 평가연구실

■ 연구분야

건축계획 및 평가

-�인간행태 및 의식을 바탕으로 한 건축계획 및 평가

-�공간구문론을 활용한 건축계획 및 평가

-�건축물 보존 및 재생

건축 및 도시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주거공간 및 비주거공간의 계획 및 평가지표 개발

-�지속가능한 도시설계,�경관계획 및 평가

-�도시ㆍ문화경관 보존 및 재생

■ 연구성과

김동진 유우상 한승훈

진주시 강남동의 공간구조와 주거.근린상업 환경의 상관성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2013,� Vol.� 0,� No.� 0,� pp.� 0~0

정훈 강만호 최익석 최재영 유우상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편의시설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12,� Vol.� 0,� No.� 0,� pp.� 0~0

이강희 유유상 채창우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소요비용 예측모델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11,� Vol.� 0,� No.� 0,� pp.� 0~0

이승희 유우상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단위주거 공간에 대한 자녀들의 공간만족도에 대한

연구,�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2010,�Vol.�0,�No.�0,�pp.�0~0

백창흠 백석종 강대호 유우상

색체 삼속성 조합 방법에 의한 공동주택 외장색채 유형에 따른 사용자

선호도 조사연구,�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2010,�Vol.�0,�No.�

0,� pp.� 0~0

이강희 양재혁 유우상

공동주택 난방방식별 전력에너지 소비량 추정모델 작성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10,� Vol.� 0,� No.� 0,� pp.� 0~0

정훈 최창환 강만호 유우상 주석중

공동주택단지내의 물리적 환경과 노인여가활동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2008,� Vol.� 0,� No.� 0,� pp.� 0~0

유우상 이승희

사무소 건물에서 업무특성과 조직특성이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2007,� Vol.� 0,� No.� 0,� pp.� 0~0



MATERIC� 2015년 Architectural� &� Civil� Engineering� Labs.

224

연 구 실 통합건축디자인스튜디오

지도교수 한승훈

전공분류� 건축계획 및 설계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전    화� 062-530-1638

홈페이지 http://archi.jnu.ac.kr/

■ 연구실소개

� � 전남대학교 한승훈 교수의 통합건축디자인스튜디오

■ 연구분야

-� 지속가능 통합계획 및 설계

-�첨단 지능형 치노한경 건축물 설계

-�건축설계 시뮬레이션 분석 및 평가

-�건축정보모델링 기술 연구 개발

-�상황인식 기반 최적화 설계기술 연구

■ 연구성과

장유신 곽노진 한승훈 지언호 지창진

지뢰탐지 실험플랫폼의 진동 특성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14,� Vol.� 0,� No.� 0,� pp.� 0~0

김동진 유우상 한승훈

진주시 강남동의 공간구조와 주거.근린상업 환경의 상관성 연구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 논문집,� 2013,� Vol.� 0,� No.� 0,� pp.� 0~0

한승훈 배철오 안병원

밑이 트인 단열수조의 온도제어에 관한 연구

한국마린에지니어링학회지,� 2012,� Vol.� 0,� No.� 0,� pp.� 0~0

한승훈

에너지 효용 증대를 위한 바이오 센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2008,� Vol.� 0,� No.� 0,� pp.� 0~0

한승훈 오세규

주거 공간의 유비쿼터스 기술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2007,� Vol.� 0,� No.� 0,� pp.� 0~0

김영복 이권순 한승훈

트랜스터 크레인의 고정도 주행제어에 관한 연구 :�2자유도 서보계 설계

법을 이용한 제어계 설계 및 실험적 연구,�한국해양공학회지,� 2006,�

Vol.� 0,� No.� 0,� pp.� 0~0

한승훈 장기정 윤국진 차준혁 노경식 권인소

머신비전의 최근 연구동향

한국정밀공학회지,� 2001,�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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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시설계

지도교수 이민석

전공분류� 도시계획 및 설계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전    화� 062-530-1638

홈페이지 http://archi.jnu.ac.kr/

■ 연구실소개

� � 전남대학교 이민석 교수의 도시설계연구실

■ 연구성과

김재영 김특준 이민석 유동우

숏크리트용 고분말도 시멘트의 특성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 2010,� Vol.� 0,� No.� 0,� pp.� 0~0

심현보 이민석

옥외폭로에 따른 실리콘계 유화형 흡수방지재의 내수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 2004,� Vol.� 0,� No.� 0,� pp.� 0~0

오희창 이민석 박정서 배충식

성층희박연소 운전조건에서 분사시기에 따른 분무유도식 직접분사

가솔린엔지의 분무 및 화염특성,�대한기계학회논문집 B,� 2013,�Vol.�

0,� No.� 0,� pp.� 0~0

오희창 이민석 박정서 배충식

성층희박연소 운전조건에서 분사압과 분사시기에 따른 분무유도식 직

접분사 가솔린엔진의 연소특성,�대한기계학회논문집 B,�2011,�Vol.�0,�

No.� 0,� pp.� 0~0

오희창 이민석 배충식

성층희박연소 운전조건에서 분사압과 분사시기에 따른 분무유도식 직

접분사 가솔린엔진의 연소특성,�대한기계학회 논문집 A,�2010,�Vol.�

0,� No.� 0,� pp.� 0~0

오동훈 이민석

주택재건축사업의 진행단계별 가격상승규모 추정에 관한 실증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11,� Vol.� 39,� No.� 6,� pp.� 14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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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설경영 &�기술

지도교수 고성석

전공분류� 건축시공,�건설안전,� 건설경영,�건축재료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전    화� 062-530-1638

홈페이지 http://archi.jnu.ac.kr/

■ 연구실소개

� � 전남대학교 고성석 교수의 건설경영 &�기술연구실

■ 연구분야

-� RC� 무량판 구조 시스템

-�내진 설계

-�알칼리 활성콘크리트

■ 연구성과

황규만 권용태 고성석 최재권

Intelligent� Idle� Stop� &� Go�제어 기법에 따른 연비 효과 연구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 2014,� Vol.� 0,� No.� 0,� pp.� 0~0

고성석 임종훈

공동주택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에 관한 연구,�대한건축학회지회연

합회 논문집,� 2013,� Vol.� 0,� No.� 0,� pp.� 0~0

김진현 고성석

공동주택 마감공사의 하자위험도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12,� Vol.� 0,� No.� 0,� pp.� 0~0

고성석 여상구 문병규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의 개선방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12,� Vol.� 0,� No.� 0,� pp.� 0~0

윤우성 고성석

공공주택 실적공사비 분석을 통한 공사비 리스크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11,� Vol.� 0,� No.� 0,� pp.� 0~0

여상구 이현철 고성석

기술제안입찰형 최고가치 낙찰제도 입찰자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

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10,� Vol.� 0,� No.� 0,� pp.� 0~0

이현철 임소연 고성석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10,� Vol.� 0,� No.� 0,� pp.� 0~0

박영철 이건 이현철 고성석

건축분야 임대형 민자사업 협상단계 쟁점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09,� Vol.� 0,� No.� 0,� pp.� 0~0

이현철 신석배 홍주현 고성석

VE기반 공동주택 개발사업 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09,�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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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콘크리트 구조시스템

지도교수 송진규

전공분류� 건축구조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전    화� 062-530-1638

홈페이지 http://archi.jnu.ac.kr/

■ 연구실소개

� � 전남대학교 송진규 교수의 콘크리트 구조시스템 연구실

■ 연구분야

-� RC� 무량판 구조 시스템

-�내진설계

-�알칼리 활성콘크리트

■ 연구성과

송금일 최정일 송진규 천득염 이방연

알칼리 활성 고로슬래그 기반 친환경 한식기와의 성능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 2013,� Vol.� 0,� No.� 0,� pp.� 0~0

천영수 이기학 이효원 박영은 송진규

완화된 단부 배근상세를 갖는 특수전단벽 구조시스템의 내진성능평가,�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 2013,� Vol.� 0,� No.� 0,� pp.� 0~0

송금일 이방연 홍건호 공민호 송진규

염기도가 알칼리 활성고로슬래그 모르타르의 탄산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 2012,� Vol.� 0,� No.� 0,� pp.� 0~0

송금일 양근혁 이방연 송진규

알칼리활성 고로슬래그 모르타르의 탄산화 특성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 2012,� Vol.� 0,� No.� 0,� pp.� 0~0

김건우 김병조 양근혁 송진규

혼합된 나트륨계열 활성화제에 의한 고로슬래그 기반 모르타르의 강도

발현 특성,�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2012,�Vol.�0,�No.�0,�pp.�0~0

조창근 임현진 양근혁 송진규 이방연

고인성 섬유보강 무시멘트 복합체의 기초 배합 및 역학 실험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 2012,� Vol.� 0,� No.� 0,� pp.� 0~0

양근혁 송진규 이경훈

알칼리활성 슬래그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관계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 2011,� Vol.� 0,� No.� 0,� pp.� 0~0

김성배 김장호 한병구 홍건호 송진규

재생 PET�섬유가 혼입도니 황토 콘크리트의 크리프 거동과 균열저항성

에 관한 실험적 연구,�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2009,�Vol.�0,�No.�0,�

pp.� 0~0

최정욱 송진규 송호범

불균형모멘크와 펀칭전단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철근콘크리트 무량판

슬래브의 파괴모델,�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2008,�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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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진동제어

지도교수 황재승

전공분류� 건축진동,�건축제어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전    화� 062-530-1641

홈페이지 http://www.scahm.net/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구조물에 발생하는 진동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능동제어

에 대한 연구를 행하고 있으며,�구조물의 특수성을 반영함으로써 제어효과

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어 알고리듬을 변형 또는 개발하고

있다.

�또한 더욱안정적이며효과적인 구조물의진동제어실현을위해서 실제적

인 실험을 병행하여 제안된 제어알고리듬의 특성과 제어효율을 고찰하고

구조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제어 알고리듬의 실용성을 평가 및 연구수행하

고 있다.

■ 연구분야

-� 수학적인 건물의 모델링

-�제어알고리듬 개발

-�시스템 식별 기술

-� TMD�최적제어 기술

-� Toggle� system

■ 연구성과

황재승,�이충남

칼만 필터와 하중식별법을 이용한 풍직각방향 1차 모드 풍하중 산정

2009-09,� Vol.� 0,� No.� 0,� pp.� 0~0

황재승,�이충남

유전자알고리즘을 이용한 정적풍하중의 추정에 관한 연구

2009-08,� Vol.� 0,� No.� 0,� pp.� 0~0

황재승,�문대호,�박홍근,�홍성걸,�홍건호

공동주택 모델링을 통한 중량충격음 예측에 관한 연구

2009-02,� Vol.� 0,� No.� 0,� pp.� 0~0

김홍진,�황재승,�조봉호,�조지성

진동실험에 기초한 구조물의 모드분석

2009-01,� Vol.� 0,� No.� 0,� pp.� 0~0

황재승,�홍건호,�박홍근

다중동조질량감쇠기를 이용한 단순지지 슬래브의 진동 및 소음저감에

관한 연구,� 2008-09,� Vol.� 0,� No.� 0,� pp.� 0~0

홍건호,�박홍근,�황재승

Hollow� core� 슬래브의 중량충격음 성능에 대한 연구

2008-06,� Vol.� 0,� No.� 0,� pp.� 0~0

황재승,�송진규,�홍건호,�박홍근

점탄성재료가 결합된 PC�슬래브의 중량충격음 저감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 2008-05,� Vol.� 0,� No.� 0,� pp.� 0~0

황재승,�조광철

공력진동실험에 의한 모달 풍하중 산정기법 검증

2008-02,� Vol.� 0,� No.� 0,� pp.� 0~0

황재승

진동실험에 기초한 다자유도 구조물의 모드질량 산정기법 2007-02,�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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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내진 &�최적설계

지도교수 이강석

전공분류� 건축구조(내진구조)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전    화� 062-530-1630

홈페이지 http://archi.jnu.ac.kr/

■ 연구실소개

� � 전남대학교 이강석 교수의 내진 &�최적설계 연구실

■ 연구분야

-� 내진설계

-�내진보수 및 보강

-�내진성능 평가

-�최적구조설계

■ 연구성과

최진철 이강석 이우택

자동차 전동 시스템을 위한 ProgrammaWe�저역 통과 필터 기반의

상전류 극성 판단 및 데드타임 보상,�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2014,�

Vol.� 0,� No.� 0,� pp.� 0~0

박인석 강은환 정재성 손정원 선우명호 이강석 이우택 원동훈

측정기반 최악실행시간 분석 기법을 이용한 MJT0SAR�호환 승용디젤엔

진제어기의 실시간 성능 검증에 관한 연구,�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14,� Vol.� 0,� No.� 0,� pp.� 0~0

이강석

탄소섬유 슈퍼앵커를 이용한 X-브레이스 내진 보강 공법

한국강구조학회지,� 2013,� Vol.� 0,� No.� 0,� pp.� 0~0

이강석

하모니서치 알고리즘을 이용한 구조물의 새로운 이산최적 설계법

전산구조공학,� 2013,� Vol.� 0,� No.� 0,� pp.� 0~0

심종성 이강석 권혁우 김현중

탄소섬유 앵커 X-브레이싱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구조거동

및 내진보강 효과,�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2012,�Vol.�0,�No.�0,�pp.�

0~0

이강석 박인석 선우명호 이우택

차량용 전자제어시스템을 위한 AUTOSAR�대응 경량화 소프트웨어 아

키텍처 연구,�한국자동차공학회 논문집,� 2012,� Vol.� 0,� No.� 0,� pp.�

0~0

전형진 이강석 오상훈 이상호

SHFRP�공법으로 보강된 RC�부재의 휨 및 전단 성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2010,�Vol.�0,�No.�0,�pp.�0~0

이강석 김정희 오재근

극취성.전단.휨파괴형 수평저항시스템으로 구성된 저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요구 내력 스펙트럼,�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2007,�Vol.�0,�

No.� 0,� pp.� 0~0

이강석 이리형

일본의 기존 철근콘크리트건물의 내진성능 및 지진피해율의 평가 한국

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2000,�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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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설재료

지도교수 이방연

전공분류� 건설재료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전    화� 062-530-1648

홈페이지 http://abm-lab.weebly.com/

■ 연구실소개

� � 이 연구실에서는 고성능 섬유 복합재료,�고성능 콘크리트 등 건축

구조물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축재료를 개발하고 특성을 연구하고

있다.�또한 이미지프로세싱,�인공지능 기법등을 건축재료연구 및건축공

학에 응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고성능 섬유 보강 복합재료

-�고성능 콘크리트

- 친환경 건설재료

-�영상처리 기술 및 인공지능 기법

■ 연구성과

Jin�Wook�Bang,�Bang�Yeon�Lee,�Byung�Jae�Lee,� Jung�Hwan�Hyun�

and� Yun� Yong� Kim

Effects�of� infilled�Concrete�and�Longitudinal�Rebar�on�Flexural�

Performance�of�Composite�PHC�Pile,�Structural�Engineering�and�

Mechanics,� 2014,� Vol.� 52,� No.� 4,� pp.� 843~855

Keum-Il�Song,�Jin-Kyu�Song*,�Bang�Yeon�Lee,�and�Keun-Hyeok�

Yang

Carbonation� Characteristics� of� Alkali� Activated� Blast-furnace�

Slag� Mortar,� Advances�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2014,� Vol.� 0,� No.� 0,� pp.� 1~11

Jin-Wook� Bang,� Jeong-Hwan�Hyun,� Bang� Yeon� Lee,� and� Yun�

Yong� Kim

Cyclic� Behavior� of� Connection� between� Footing� and�

Concrete-Infilled� Composite� PHC� Pile,� Structural� Engineering�

and�Mechanics,� 2014,� Vol.� 50,� No.� 6,� pp.� 741~754

Kamile� Tosun-Felekoğlu,� Burak� Felekoğlu,� Ravi� Ranade,� Bang�
Yeon� Lee,� and� Victor� C.� Li

The�Role�of�Flaw�Size�and�Fiber�Distribution�on�Tensile�Ductility�

of�PVA-ECC,�Composites�Part�B:�Engineering,�2014,�Vol.�56,�No.�

0,� pp.� 536~545

Yun� Yong� Kim,� Bang� Yeon� Lee,� Jin-Wook� Bang,� Byung-Chan�

Han,� Luciano� Feo,� and� Chang-Geun� Cho

Flexural� Performance� of� Reinforced� Concrete� Beams�

Strengthened� with� Strain-Hardening� Cementitious� Composite�

and� High� Strength� Reinforcing� Steel� Bar,� Composites� Part�

B-Engineering,� 2014,� Vol.� 56,� No.� 0,� pp.� 512~519

Hong� Jae� Yim,� Jae� Hong� Kim,� Bang� Yeon� Lee,� Hyo-Gyoung�

Kwak

Air� Voids� Size� Distribution� Determined� by� Ultrasonic�

Attenuation,�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2013,� Vol.�

47,� No.� 0,� pp.� 502~510

Bang�Yeon�Lee,�Yun�Yong�Kim,�Seong-Tae�Yi�and�Jin-Keun�Kim

Automated� Image� Processing� Technique� for� Detecting� and�

Analyzing�Concrete�Surface�Cracks,�Structure�and� Infrastructure�

Engineering,� 2013,� Vol.� 9,� No.� 6,� pp.� 56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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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콘크리트 구조

지도교수 김우

전공분류� 콘크리트 및 구조공학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공과대학 3호관 B동 209호

전    화� 062-530-1655

홈페이지 http://civil.jnu.ac.kr/

■ 연구실소개

� � 콘크리트 구조 연구실은 다양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거동과 그 구조물에

사용 된 재료의 특성과 거동에 관한 분야를 연구하는 곳이다.

■ 연구분야

콘크리트 구조분야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거동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거동

� -�컴퓨터를 이용한 구조해석

� -�인공지능형 구조공학시스템 연구

� -�교량구조해석 및 설계

�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파괴 평가

� -�지진하중하에서의 구조물의 거동

� -�콘크리트구조물의 파괴역학적 접근

콘크리트 재료분야

� -�콘크리트 재료의 비선형해석

� -�고강도 콘크리트의 개발과 응용

� -�강섬유 보강콘크리트의 개발과 응용

■ 연구성과

이기열 김민중 김우 이화민

인장증강효과에 기반한 콘크리트 구조 부재의 사용성능 검증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 2012,� Vol.� 0,� No.� 0,� pp.� 0~0

김민중 이기열 이준석 김우

2축-응력장 이론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전단마찰 해석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 2012,� Vol.� 0,� No.� 0,� pp.� 0~0

이기열 김민중 김우 이화민

피복두께를 고려한 철근콘크리트 인장부재의 인장증강효과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 2011,� Vol.� 0,� No.� 0,� pp.� 0~0

최승원 김우

철근콘크리트 휨부재의 균열 제어에 관한 연구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 2011,� Vol.� 0,� No.� 0,� pp.� 0~0

최승원 김우

재료 특성 변화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휨부재의 간접균열제어 방법 연구,�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 2011,� Vol.� 0,� No.� 0,� pp.� 0~0

최승원 양준호 김우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처짐과 균열폭에 대한 인장증강효과의 영향 한국

콘크리트학회논문집,� 2010,�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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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수자원/상하수도 공학

지도교수 이경훈

전공분류� 상하수도공학 및 수공학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공과대학 3호관 B동 202호

전    화� 062-530-1656

홈페이지 http://civil.jnu.ac.kr/

■ 연구실소개

� � 인류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인간은 주로 물을 획득하기 쉬운 하천이나

강가에정착하여 부락을 형성하고하천수를 자연 그대로음용수로 사용하

였다.�그러나인구가점차증가하고부락이 커짐에따라하천주변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거주해야 했고,�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이나 물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부터 인위적인 방법을 통하여 물을 얻게 되었다.�

점차적으로 물의 용도가 다양화되고 수요량 또한 증가함에 따라 보다

많은 물을 얻기 위해서 거리가먼 곳으로부터물을 끌어들이거나 저장하는

시설을시도하게 되었으며이러한 발전은 도시화및 산업화로특 정지어지

는 현대산업사회에 들어와서 한층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음용수 의 물을 공급하는 사업,�즉 상수도사업 체계가 점차적으

로 확립되기 시작하였다.�이러한 상수도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설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또한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 연구성과

이상진 이경훈 김병민

Design� of� Roll� Profile� for� Complex� Shape� in� Shape� Rolling� by�

Combined�3D-EFA�and�BWT�,� International� Journal�of�Precision�

Engineering�and�Manufacturing� ,�2015,�Vol.�0,�No.�0,�pp.�0~0

정재환 이경훈 이선봉 이인규 이상호 김형진 이계영 김병민

열간 조압연 공정에서 슬래브 측면부의 소성변형거동 예측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 2014,� Vol.� 0,� No.� 0,� pp.� 0~0

황세윤 김호성 이경훈 김유일 이장현

반 잠수형 쌍동선에 설치된 수증관람용 관람창 설계 및 구조 안전성

평가,� 대한조선학회논문집,� 2014,� Vol.� 0,� No.� 0,� pp.� 0~0

김상현 이경훈 이선봉 염종택 박찬희 김병민

Ni-Ti�형상기억합금 선재의 인발 공정 후 형상회복 예측에 관한 연구,�

소성·가공,� 2013,� Vol.� 0,� No.� 0,� pp.� 0~0

이경훈 권호철 임동인

고성능강의 사장교 적용성에 관한 고찰

한국강구조학회지,� 2013,� Vol.� 0,� No.� 0,� pp.� 0~0

이경훈 김재기 김기혁 곽태영

국내 최대 규모급 3경간 중로아치교(미호천1교)의 계획 및 설계

한국강구조학회지,� 2013,� Vol.� 0,� No.� 0,� pp.� 0~0

이승열 이경훈 임용희 정우창

핫프레스 포밍 공정에서의 열전달 특성에 대한 연구

소성·가공,� 2013,� Vol.� 0,� No.� 0,� pp.� 0~0

홍원기 김진민 이경훈 박선치 김점한

내화피복이 생략된 합성보의 구조설계지침 제정을 위한 고찰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08,� Vol.� 0,� No.� 0,� pp.� 0~0

홍원기 박선치 이경훈 김점한 이호찬 황윤하

친환경 층고 절감형 합성보의 시공 Process� 및 시공사례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2007,�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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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스마트구조물 구조동역학

지도교수 박연수

전공분류�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공과대학 3호관 B동

전    화� 062-530-1650

홈페이지 http://civil.jnu.ac.kr/

■ 연구실소개

� � 스마트구조물·구조동역학 연구실에서는 동하중하에서 구조물 ·부재·연

결부의 파괴메카니즘 규명을 위한 실험적·수치 해석적 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다.�지진,�바람과 건설 진동의 정량적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신뢰성 해석 연구를 하고 있다.�구조공학의 학문적 접근 방법은

실험을 통한 이론의 적립과 실제 현장 상황 분석이 가능하도록 응용력을

배양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연구분야

-�구조물의 스마트 상시 모니터링 및 최적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개발

연구

-�동하중하에서 구조물·부재·연결부의 파괴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실험

적 수치해석적 연구

-�지진,�바람과 건설진동의 정량적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신뢰

성 해석연구

-�대형 복합 구조물의 효율적인 고유진동수·모드해석에 관한 연구

-�교량구조물의 통합설계에 의한 구조설계 자동화 연구

-�지진 및 풍 하중하에서 교량 구조물 시스템 및 연결부의 구조거동

파악을 위한 실험적·해석적 연구

■ 연구성과

공강주 박연수 전양배 전동호

콘크리트 풍전형 강상자형교(F.S교)�충전부 스터드 볼트에 대한 역학적

거동연구,�한국강구조학회지,� 2010,� Vol.� 0,� No.� 0,� pp.� 0~0

박연수 박선준 최선민 문수봉 문병욱 정경열 정태형 황승일 김민중

박상철 김정주 이병근

경암층 발파현장에서 진동예측 및 장악량산정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09,� Vol.� 0,� No.� 0,� pp.� 0~0

박연수 박선주 강성후 전양배 공강주

수중발파 현장에서의 진동추정식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06,� Vol.� 0,� No.� 0,� pp.� 0~0

박선준 박연수 강성후

가스 파이프라인의 차량진동 응답 예측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04,� Vol.� 0,� No.� 0,� pp.� 0~0

박연수 한석열 서병철

강교 부재의 피로손상에 대한 신뢰성 해석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2003,� Vol.� 0,� No.� 0,� pp.� 0~0

박연수 전동호 서병철 김욱 최동호

반복재하를 받는 각형강관기둥의 손상에 관한 기술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2003,�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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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로/교통공학

지도교수 하태준

전공분류� 도로 및 교통공학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전남대학교 공과대학 3호관 B동 201호

전    화� 062-530-1658

홈페이지 http://civil.jnu.ac.kr/

■ 연구실소개

� � 전남대학교 하태준 교수의 도로/교통공학 연구실

■ 연구분야

도로공학 분야

도로 설계시 고려해야 할 평면곡선,�종단곡선,�복합곡선,�완화곡선과

도로평면구성 요소의 원리와 설계기법을 습득하고 교통공학의 교통특

성과 교통류 이론을 연계시켜 선형,�교차로 및 인터체인지 설계,�주차

및 터미널 시설 설계,�도로의 부속시설에 대한 개념을 정립토록 하는

분야

교통공학 분야

21세기를 목전에 둔 현재로서 교통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뿐

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더욱 발전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절대적인 필요성의 대두로 현재 각국에

서 추진 중에 있는 첨단교통시스템의 구축은 기존 교통시설물들의 시간

적,�공간적 효율성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며,�이를 통해 앞으로의 사회

를 특징짓는 고도의 이동성과 첨단성을 보다 실질적인 인간생활에 부여

하기 위한 것이다.�21세기의 절대적인 요구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

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경제 적인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위해 도로,�철도,�

해운,�항공 등 사회간접자본시설들의 계획,�기능설계,�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하고,�이를 실제 적용하는 학문이다.�또한 다가올 21세

기는 통신,�정보 등의 첨단분야의 발전을 접목한 "신교통시스템"의 개발

이 절실히 요구되며,�환경적,�문화적 측면에서도 보다 쾌적하고 폭넓은

적응을 필요로 하는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지닌 최첨단의 고급 엔지니어

양성을 꾀하게 될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발전성을 지닌 분야이다.

교통계획 분야

교통계획은 한 지역의 교통수요를 산정하는 과정으로서 도시계획,�토지

이용계획,�단지 계획,�환경공학 분석 및 처리계획,�대중교통계획 등 다양

한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따라서 이러한 관련 분야의

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교통 정책,�교통경제,�계량분석,�

전산통계업무 등의 관련 분야와의 상호 연계가

필수적인 학문이다.�교통계획의 필요성과 특이성을 이해하기 위해 교통

계획의 각�단계에 대한 이론적 해석은 물론 교통계획의 실제적인 현황

분석을 위한 기초개념을 파악하는 학문이다.�또한 이를 토대로 교통계획

목표의 설정,�교통조사,�수요추정,�대안 작성 및 평가,�최적대안의 설정

등의 각�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기법을 파악하고 교통정책 결정 과정

을 이해하며 교통계획과의 상호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분야이다.

교통사고분석 분야

실효성있는 교통사고 방지대책 수립의 일환으로서 교통사고 분석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교통사고조사 및 분석체계를 모색하고자

한다.�교통사고 분석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서 최근 급속한 기술개

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교통사고발생

과 도로교통환경요인을 상호 연계시킬 수 있는 교통사고 분석체계를

구축하고자한다.�우리나라 교통사고의 발생추이,�교통사고 대책,�사고

조사 및 분석체계의 정리를 통하여 현행 교통사고 조사분석 및 대책수립

의 문제점과 연구의 필요성을 파악한다.�교통사고 분석방법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교통사고 분석관련 국내외 연구내용 및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며 특히,�교통사고와 도로교통요인과의 관련 성분석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한다.�지리정보시스템의 교통사고 분석분야에의 적용가능성을

보이기 위한 사례연구로서 사례지역에 대한 공간 및 속성자료 구축과

시스템 구축과정을 기술하고 시스템에서 출력된 결과를 분석한다.�교통

사고 원인규명해석의 전과정을 컴퓨터 처리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시스

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 예방 및 재현분석에 따른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 연구성과

하태준 김태원

티타늄 금속기 복합재료의 미시-기계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복합재료학회지,� 2004,�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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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 건축디자인

▶ 건축음향

▶ 경계충풍동

▶ 건축계획및설계

▶ 친환경건축

▶ 건축시공재료

▶ 건축구조

▶ 도시계획

▶ 도시설계

▶ 교통계획

▶ 도시개발

▶ 단지설계

▶ 해안 및 수공학

▶ Bridge� Engineering�

▶ 응용수문

▶ Advanced� Strucutral�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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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디자인

지도교수 진정

전공분류� 건축계획 및 설계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공대1호관 314-3호실

전    화� 063-270-2283

홈페이지 https://archi.jbnu.ac.kr/

■ 연구실소개

� � 전북대학교 진정 교수의 건축디자인연구실

■ 연구성과

김도연 김현철 진정

농촌지역 노인가구 구성원의 주거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의 주거이동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12,� Vol.� 14,� No.� 3,� pp.� 83~94

김도연 진정

A�Study�on�the�Establishment�of� Individual�Residence�for�Buddhist�

Temple� Residence� in� Late� Joseon� Dynasty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논문집,�2010,� �Vol.�12,�No.�4,�pp.�145~154

김인순 진정

지속가능한 주거지로서 전주한옥마을의 거주성확립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07,� Vol.� 9,� No.� 3,� pp.� 89~96

김인순 진정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주건환경개선지구내 주거지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07,� Vol.� 18,� No.� 3,� pp.� 73~81

진정 김학삼

토착적 건축현상으로서 교우마을에 대한 연구-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천호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05,� Vol.� 16,� No.� 3,� pp.� 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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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음향

지도교수 정대업

전공분류� 건축환경 및 설비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공대1호관 230호실

전    화� 063-270-2278

홈페이지 http://aalab.jbnu.ac.kr/

■ 연구실소개

� � 전북대학교 건축음향연구실에서는 각종 음향공간을 대상으로 음향설

계지표의 수립 및 최적음향설계기법,�건축공간 내에서 사용자들의 음에

대한 지각,�그리고 차음 계획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현장에서의

실측,�실험실에서의 축소모형실험,�컴퓨터시뮬레이션,�그리고 청취실험

등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성과

YoungJi� Choi,� John� Bradley,� DaeUp� Jeong

Experimental� investigation�of�chair� type,� row�spacing,�occupants,�

and�carpet�on�theatre�chair�absorption,� J.�Acoust.�Soc.�Am.(SCI),�

2015,� 137(1),� 105-116

John� S.� Bradley,� YoungJi� Choi,� DaeUp� Jeong

Towards�better�predictions�of�theatre�chair�absorption�using�the�

perimeter-to-area�method,�Applied�Acoustics(SCIE),� 2014,� 76,�

pp.� 119-127.

John� S.� Bradley,� YoungJi� Choi,� DaeUp� Jeong

Understanding� chair� absorption� characteristics� using� the�

perimeter-to-area�method,�Applied�Acoustics(SCIE),� 2013,� 74,�

pp.� 1060-1068.

.YoungJi� Choi,� John� Bradley,� DaeUp� Jeong

Effects�of�edge�screens�on�the�absorption�of�blocks�of� theatre�

chairs,� Applied� Acoustics(SCIE),� 2012,� 73,� pp.� 470-477

JungSu� Kim,� JinHak� Lee,� YoungJi� Choi,� and� DaeUp� Jeong

The�effect� of� edge�on� the�measured� scattering� coefficients� in�

a� reverberation� chamber� based� on� ISO17497-1,"� Building�

Acoustics(SCOPUS),� 2012� 19(1),� pp.� 13-24.

YoungJi� Choi� and� DaeUp� Jeong

Effects�of�unspecified�experimental�conditions�in� ISO17497-1�on�

the� scattering� coefficients� measured� in� a� scale� model,� Acta�

Acustica� united� with� Acustica(SCI),� 2011,� 97,� pp.75-81

JungSu� Kim,� JinHak� Lee,� YoungJi� Choi,� and� DaeUp� Jeong

The� effect� of� edge�on� the�measured� scattering� coefficients� in�

a� reverberation� chamber� based� on� ISO17497-1,"� Building�

Acoustics(SCOPUS),� 2012,� 19(1),� pp.� 13-24.

YoungJi� Choi,� JinHak� Lee,� HyunKyung� Joo,� and�DaeUp� Jeong

Effect� of� sample� size� on� measurement� of� the� absorption� by�

seats,� Building� Acoustics(SCOPUS),� 2011,� 18(1,� 2),� pp.83-96.

YoungJi� Choi� and� DaeUp� Jeong

Some� issues� in�measurement�of�the�random-incidence�scattering�

coefficients� in�a�reverberation�room,�Acta�Acustica�united�with�

Acustica(SCI),� 2008,� 94,� pp.769-773.

DaeUp� Jeong� and� Fergus� Fricke

Frequency�Perception�as�a�measure�of� room�acoustic�quality,"�

Applied� Acoustics(SCIE),� 2000,� 60,� pp.63-79.

■ 프로젝트

[실내음향의 자연형 조절방법 연구],�교육부,� 2013.06~2016.05

[공연장의 객석의자 흡음률 측정방법],�연구재단,�2011.06~2013.05

[대공간건축물건설기술개발],한국건설교통평가연구원,

� 2008.03~2011.11

[통영국제음악당 음향성능평가],� 연구용역,� 2013.05~2013.06

[포항효자아트홀실내음향성능평가연구],2012.08~2012.11

[막구조의 음향성능 개선 연구],� 연구용역,� 2011.06~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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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경계층풍동

지도교수 김영문

전공분류� 건축구조역학(내풍공학)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공대5호관 505호실

전    화� 063-270-2284

홈페이지 https://archi.jbnu.ac.kr/

■ 연구실소개

� � 전북대학교 김영문 교수의 경계충풍동연구실.

■ 연구성과

유기표 김영문 유장열

Wind�response�of�high-rise�building� in�diversified� inlets�to�construct�

wind� turbine� system� on� roof,� JOURNAL� OF� CENTRAL� SOUTH�

UNIVERSITY,� 2014,� Vol.� 21,� No.� 11,� pp.� 4395~4403

김영문 유기표 유장열

Across�and�along-wind�responses�of� tall�building,� JOURNAL�OF�

CENTRAL� SOUTH� UNIVERSITY,� 2014,� Vol.� 21,� No.� 11,� pp.�

4404~4408

김영문 유기표 유장열

Passive�control�of�along-wind�response�of� tall�building,� JOURNAL�

OF� CENTRAL� SOUTH�UNIVERSITY,� 2014,� Vol.� 21,�No.� 10,� pp.�

4002~4006

김영문 유기표 유장열

LQG� Control� of� Along-Wind� Response� of� a� Tall� Building�with�

an�ATMD,�MATHEMATICAL�PROBLEMS� IN�ENGINEERING,2014,�

Vol.� 2014,� No.� 0,� pp.� 1~7

김영문 유장열 유기표

Evaluation� on� Aerodynamic� Across-wind� Response� for� a� Tall�

BuildingUsing� Tuned� Liquid� Column� Damper,� ADVANCED�

MATERIALS�RESEARCH,�2014,�Vol.�919,�No.�0,�pp.�1361~1370

유기표 김영문 유장열

Wind� Response� of� Interference� Effect� with� Tall� Buildings,�

ADVANCED�MATERIALS�RESEARCH,�2014,�Vol.�912,�No.�0,�pp.�

1859~1864

유기표 김영문 유장열

Active�Control�of�Along-Wind�Response�of�a�Tall�Building�with�

AMDusing� LQR� Controller,� Applied� Mechanics� and� Materials,�

2014,� Vol.� 490,� No.� 0,� pp.� 1063~1067

유기표 김영문 유장열

A� Study� on� the� Evaluation� of�Wind� Power� Amount� using� Air�

FlowAnalysis�Results�by�High-rise�Apartment�Building�Disposition�

in�the�CityCenter,�ADVANCED�MATERIALS�RESEARCH,�2013,�Vol.�

823,� No.� 0,� pp.� 522~527

김영문 유기표 백선영 남병희 유장열

LQR�Control�of�Along-wind�Response�of�a�Tall�Building,�Applied�

Mechanics�and�Materials,�2013,�Vol.�421,�No.�0,�pp.�767~771

유기표 유장열 김영문

Tuned�Liquid�Damper�Experiment�Using�Shaking�Table,�Applied�

Mechanics�and�Materials,�2013,�Vol.�421,�No.�0,�pp.�772~777

유장열 유기표 김영문

형상변화에 따른 고층건물의 풍응답 평가,�대한건축학회논문집,�2012,�

Vol.� 28,� No.� 7,� pp.� 31~40

유기표 김영문

와이블데이터를 이용한 소형풍력발전기 출력에 대한 평가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2012,� Vol.� 0,� No.� 0,� pp.� 0~0

황성연 홍동표 정태진 김영문

대상물 인식을 위한 지능센서 및 평가기법 개발

한국공작기계학회 논문집,� 2006,� Vol.� 0,� No.� 0,� pp.� 0~0

황성연 홍동표 마사히코 무루조노 김영문

지능센서의 센싱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 개발

한국공작기계학회 논문집,� 2006,�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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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계획및설계

지도교수 남해경

전공분류� 건축계획 및 설계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공대1호관 229호실

전    화� 063-270-2277

홈페이지 https://archi.jbnu.ac.kr/

■ 연구실소개

� � 전북대학교 남해경 교수의 건축계획및설계연구실.

■ 연구성과

남해경 조성규

지방도시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례적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12,� Vol.� 14,� No.� 3,� pp.� 123~131

남해경

전주한옥마을 주거건축 평면의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10,� Vol.� 21,� No.� 4,� pp.� 139~148

김진수 남해경

구별적 관점에서 본 별서형정자의 건축적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010,� Vol.� 13,� No.� 3,� pp.� 35~46

남해경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업시설물 관련 제도개선에 관련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10,� Vol.� 12,� No.� 1,� pp.� 77~86

남해경

교과과정을 통해 본 건축교육이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9,� Vol.� ,� No.� 10,� pp.� 25~28

남해경 심관수 박창선

한국현대건축 작품에 나타난 전통건축 요소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논문집,�2009,�Vol.�11,�No.�2,�pp.�117~124

남해경 최현주 유남구

아파트 광고에 나타난 유비쿼터스의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07,� Vol.� 9,� No.� 2,� pp.� 39~46

남해경 최현주 이웅구

우리나라 아파트건축에 있어서 유비쿼터스의 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7,� Vol.� 23,� No.� 6,� pp.� 113~120

소승영 남해경

건축설계 과정에서 재료계획의 방향

대한건축학회지,� 2007,� Vol.� 51,� No.� 2,� pp.� 36~39

남해경

대학교 기숙사 건축에 있어서 장애인 시설의 실태와 개선추이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2005,� Vol.� 7,� No.� 1,� pp.� 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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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친환경건축

지도교수 민상충

전공분류� 건축계획 및 설계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공대5호관 506호실

전    화� 063-270-4058

홈페이지 https://archi.jbnu.ac.kr/

■ 연구실소개

� � 전북대학교 민상충 교수의 친환경건축연구실

■ 연구성과

민상충

구성주의학습이론에 근거한 친환경건축수업 학습안에 관한 연구-�웹퀘스

트학습이론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 2013,� Vol.15,� No.6,� pp.175~182

민상충

인지언어학에 근거한 건축평론에서의 은유 -�귄터베니쉬의 건축을 중심으

로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 2012,� Vol.14,� No.1,� pp.109~118

민상충

치유효과와 관련한 근거중심설계에 관한 방법론적 고찰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2011,� Vol.17,� No.2,� pp.35~44

민상충 이해욱

독일과 한국 건축평론에서의 은유

독일언어문학,� 2011,� Vol.51,� No.0,� pp.21~41

민상충

용도복합주거를 위한공간구성지침과 적용에 관한고찰 -�독일의 용도복합

주거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 2010,� Vol.12,� No.2,� pp.109~118

남호현 민상충

원주축을 강조한 원형건축물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09,� Vol.11,� No.4,� pp.29~36

민상충 이해욱

건축평론에서의 은유

독어학,� 2009,� Vol.19,� No.0,� pp.1~24

민상충 남호현

중세광장의 공간결정요소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008,� Vol.17,� No.4,� pp.83~95

민상충

생성적 건축과 창발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005,� Vol.7,� No.2,�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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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시공재료

지도교수 소승영

전공분류� 건축재료 및 시공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공대1호관 127호실

전    화� 063-270-4059

홈페이지 https://archi.jbnu.ac.kr/

■ 연구실소개

� � 전북대학교 소승영 교수의 건축시공재료연구실.

■ 연구성과

소승영 장홍석 이말례 이민수

Monitoring�Radon�Concentration�of�Cement�Mortar�containing�

GBFS� by� Diffused� Junction� Photodiode� Sensor

International� Journal�of�Software�Engineering�and�its�Applications�

,� 2014,� Vol.8,� No.2,� pp.277~286

소승영 소형석 최승훈 서기석 서중석

The� Properties� of� Chloride� Ion� Diffusion� of� Concrete� Under�

HighTemperature�Conditions,�with� Implications�for� the�Storage�

ofSpent� Nuclear� Fuel� in� Concrete� Casks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2014,� Vol.18,� No.7,�

pp.2227~2233

소승영 소형석 이제방 장칩더르지

Properties� of� Strength� and� Pore� Structure� of� Reactive�Powder�

Concrete� Exposed� to� High� Temperature

ACI�MATERIALS� JOURNAL,� 2014,� Vol.111,� No.3,� pp.335~345

소승영 장홍석 강혜선

Color�Expression�Characteristics�and�Physical�Properties�of�Colored�

Mortarusing�Ground�Granulated�Blast�Furnace�Slag�and�White�

Portland� Cement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2014,� Vol.18,� No.4,�

pp.1125~1132

소승영 이민수 소형석 장홍석

다양한 유/무기계 항진균제를 이용한 항균모르타르의 항곰팡이 성능

평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4,� Vol.30,� No.3,� pp.81~88

소승영 소형석 최승훈 서기석 서중석

콘크리트의 염화물이온 확산성상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

콘크리트학회 논문집,� 2014,� Vol.26,� No.1,� pp.71~78

소승영,�장홍석,�이말례

Use�of�Artificial�Neural�Network�for� the�Prediction�of�Ammonia�

Emission�Concentration�of�Granulated�Blast�Furnace�Slag�Mortar

소승영 장홍석 전성환 소형석

A� study� of� the� possibility� of� using� TFT-LCD�waste� glass� as� an�

admixture�for�steam-cured�PHC�piles,�MAGAZINE�OF�CONCRETE�

RESEARCH,� 2014,� Vol.66,� No.4,� pp.196~208

김범석 임채웅 조아라 노윤석 아불바타샤무하 소승영 박희진 장홍석

Detrimental�effects�of�cement�mortar�and�fly�ash�mortar�on�asthma�

progression

ENVIRONMENTAL�TOXICOLOGY�AND�PHARMACOLOGY,�2013,�

Vol.36,� No.3,� pp.1087~1096

소승영 장칩더르지지 최승훈 소형석 서기석

배합 및 양생조건이 3성분계 포졸란재를 이용한 RPC의 강도발현 특성에

미치는 영향

콘크리트학회 논문집,� 2013,� Vol.25,� No.4,� pp.457~465

소승영 장홍석 이제방 소형석 장칩더르지

Strength�and�Microstructure�of�Reactive�Powder�Concrete�Using�

Ternary� Pozzolanic�Materials

한국건축시공학회지,� 2013,� Vol.13,� No.1,� pp.48~57

소형석 소승영 이제방 장칩더르지

메타카올린을 혼입한 RPC의 미세구조와 강도발현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1,� Vol.27,� No.12,� pp.147~154

소승영

옵션 선택형 공동주택 입주 전 개조동기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청운대학교 건설환경연구소 논문집,�2011,�Vol.6,�No.2,�pp.10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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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구조

지도교수 유기표

전공분류� 건축구조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공대1호관 314-1호실

전    화� 063-270-4057

홈페이지 https://archi.jbnu.ac.kr/

■ 연구실소개

� � 전북대학교 유기표 교수의 건축구조연구실.

■ 연구성과

형원길 유기표

Bond�Strength�and�Tensile�Strength�of�Polymer-Modified�Mortar�

Using� Styrene� and� Butyl� Acrylate

POLYMER-KOREA,� 2014,� Vol.� 38,� No.� 6,� pp.� 820~826

유기표 김영문 유장열

Wind�response�of�high-rise�building� in�diversified� inlets�to�construct�

wind� turbine� system� on� roof

JOURNAL�OF�CENTRAL�SOUTH�UNIVERSITY,�2014,�Vol.�21,�No.�

11,� pp.� 4395~4403

김영문 유기표 유장열

Across� and� along-wind� responses� of� tall� building

JOURNAL�OF�CENTRAL�SOUTH�UNIVERSITY,�2014,�Vol.�21,�No.�

11,� pp.� 4404~4408

김영문 유기표 유장열

Passive� control� of� along-wind� response� of� tall� building

JOURNAL�OF�CENTRAL�SOUTH�UNIVERSITY,�2014,�Vol.�21,�No.�

10,� pp.� 4002~4006

김영문 유기표 유장열

LQG� Control� of� Along-Wind� Response� of� a� Tall� Building�with�

an� ATMD

MATHEMATICAL�PROBLEMS� IN�ENGINEERING,�2014,�Vol.�2014,�

No.� 0,� pp.� 1~7

유기표 김영문 유장열

Characteristics�of�Wind�Velocity�and�Temperature�ChangeNear�

an� Escarpment-Shaped� Road� Embankment

SCIENTIFIC�WORLD� JOURNAL,� 2014,� Vol.� 1,� No.� 0,� pp.� 1~13

김영문 유장렬 유기표

Evaluation� on� Aerodynamic� Across-wind� Response� for� a� Tall�

BuildingUsing� Tuned� Liquid� Column� Damper

ADVANCED�MATERIALS�RESEARCH,�2014,�Vol.�919,�No.�0,�pp.�

1361~1370

유기표 김영문 유장열

Wind� Response� of� Interference� Effect� with� Tall� Buildings

ADVANCED�MATERIALS�RESEARCH,�2014,�Vol.�912,�No.�0,�pp.�

1859~1864

유기표 김영문

Wind�Velocity�Decreasing�Effects�of�Windbreak�Fence�for�Snowfall�

Measurement

ADVANCES� IN�METEOROLOGY,�2014,�Vol.�2014,�No.�0,�pp.�1~20

유기표 형원길 김영문

Analysis� of� Change� in� the� Wind� Speed� Ratio� according� to�

Apartment� Layout� and� Solutions

SCIENTIFIC�WORLD�JOURNAL,�2014,�Vol.�2014,�No.�0,�pp.�1~9

유기표 김영문 유장열

Active�Control�of�Along-Wind�Response�of�a�Tall�Building�with�

AMDusing� LQR� Controller

Applied�Mechanics� and�Materials,� 2014,�Vol.� 490,�No.� 0,� pp.�

1063~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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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시계획

지도교수 채병선

전공분류� 도시계획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전    화� 063-270-2474

홈페이지 https://urban.jbnu.ac.kr/

■ 연구실소개

� � 도시계획연구실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 및

행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도시의 기본구조 및 체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 프로젝트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개선 연구용역],�채병선,�대한국토,�도시계획학

회,� 2012.08~2013.01

연 구 실 도시설계

지도교수 김현숙

전공분류� 도시설계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전    화� 063-270-4053

홈페이지 https://urban.jbnu.ac.kr/

■ 연구실소개

� � 도시설계연구실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구성 원리와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을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연구성과

김동준 최인식 김현숙

프리스트레스 띠장(PS-II)과 사각강관 버팀보(HI-STRUT)를 이용한 가시

설 공법(PS-S공법),�한국강구조학회지,�2011,�Vol.�0,�No.�0,�pp.�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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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교통계획

지도교수 장태연

전공분류� 교통계획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전    화� 063-270-4054

홈페이지 https://urban.jbnu.ac.kr/

■ 연구실소개

� � 교통계획연구실은 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이론과 기법 등의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연구성과

Byung� Lee� Tae� Jang,�W.�Wang� Namgung

Design� Criteria� for� an� Urban� Sidewalk� Landscape� Considering�

Emotional�Perception,� J.�of�Urban�Plan�&�Develop(SSCI).�ASCE,�

2009,� Vol.� 0,� No.� 0,� pp.� 0~0

Tae� Youn� Jang� Jee�Wook� Hwang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Weekend� Travel� Behavior

KSCE� Journal�of�Civil� Eng(SCIE),�2009,�Vol.�0,�No.�0,�pp.�0~0

장태연

활동의 지속성 및 통행행태의 시간적 의존성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2008,� Vol.� 20,� No.� 0,� pp.� 0~0

Kim,� Zhang,� Fujiwara,� Jang,� Namgung

Analysis�of� Stopping�Behavior�at�Urban�Signalized� Intersection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SCI),� 2008,� Vol.� 0,� No.� 0,� pp.�

0~0

유창남 김원철 장태연 임삼진

신호기 위치에 따른 딜레마존 안전율 분석

대한교통학회지,� 2008,� Vol.� 0,� No.� 0,� pp.� 0~0

장태연

활동서열을 고려한 통행행태 유사성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07,� Vol.� 19,� No.� 0,� pp.� 0~0

장태연

Analysis� on� Reckless� Driving� Behavior� by� Log-Linear�Mode

KSCE� Journal� of� Civil� Eng,� 2006,� Vol.� 10,� No.� 0,� pp.� 0~0

장태연 유창남 김진석

교통사고자 및 법규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행태 영향요인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05,� Vol.� 17,� No.� 0,� pp.� 0~0�

장태연

Count� Data�Models� for� Trip� Generation

Transportation�Eng.(SCIE),�ASCE,�2005,�Vol.�0,�No.�0,�pp.�0~0

장태연 장태성

택시교통사고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한계효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04,� Vol.� 16,� No.� 0,� pp.� 0~0

장태연

가산자료모형을 기초로 한 통행행태의 한계효과분석

대한교통학회논문집,� 2003,� Vol.� 21,� No.� 0,� pp.� 0~0

장태연

Causal� Relationship� among� Travel� Mode,� Activity� and� Travel�

Patterns,� J.� of� Transportation� Eng.(SCIE),� ASCE,� 2003,�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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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시개발

지도교수 황지욱

전공분류� 도시개발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전    화� 063-270-4055

홈페이지 https://urban.jbnu.ac.kr/

■ 연구실소개

� � 도시개발연구실은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도시의 재생과,�재개발,�나아

가�이러한 개발에 따른 도시열섬현상 등에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연구성과

황지욱 유기표 김한영

기상데이터와 웨이블 파라메타를 이용한 풍력에너지밀도분표 비교 한국

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2010,� Vol.� 0,� No.� 0,� pp.� 0~0

연 구 실 단지설계

지도교수 장한두

전공분류� 단지설계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전    화� 063-270-2280

홈페이지 https://urban.jbnu.ac.kr/

■ 연구실소개

� � 단지설계연구실은지구단위의 생활환경과 주거단지 설계를 위한 단지

설계,�지구단위계획 등의 강의를 담당하며,�도시환경평가 및 POE국내

외 개발사례연구를 통한 계획 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성과

제해성,�장한두

프랑스 공공임대 주거단지 재생 사례연구

국토계획,� 2010-06,� Vol.� 0,� No.� 0,� pp.�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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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해안 및 수공학

지도교수 황규남

전공분류� 해안공학,�퇴적물 이송역학,�수공학,�하천공학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공대1호관 139호

전    화� 063-270-2345

홈페이지 https://home.chonbuk.ac.kr/coast

■ 연구실소개

� � 전북대 해안 및 수공학연구실은 지난 30년간,�사질,�니질,�니사질

퇴적물의 이송특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특히

니질(점착성)�퇴적물의 이송(침강/침식/퇴적 등)에 대한 실험/관측 연구

성과는 국내에서 독보적이다.

■ 연구성과

양수현이승종황규남

새만금 점착성 퇴적물의 퇴적저면 침식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2015,�Vol.�27,� No.� 2,� pp.� 105-112.

오랑치맥 솜야 김용탁 권현한 황규남

MK�검정 및 분위회귀분석을 통한 해수면 자료의 경향성 평가에 관한

연구,�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2015,�Vol.�27,�No.� 2,� pp.�94-104.

김동호양수현황규남

준 폐수로로 유입되는 점착성 퇴적물의 침강속도 산정을 위한 실험적

연구,� 한국해안해양공학회 논문집,� 2014,� Vol.� 26,� No.� 5,�

pp.327-334.

김용묵 김현민 황규남 양수현

고령토 퇴적저면의 침식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14,� Vol.� 34,� No.� 4,� pp.� 1181-1190.

정의택김용묵김동호황규남

준 폐만 점착성 퇴적물의 퇴적매개변수 산정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2012,�Vol.�24,� No.� 3,� pp.� 159-165.

옌딘푹정의택박건철황규남

머드유동층의유동학적특성에관한실험적연구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2012,�Vol.�24,� No.� 3,� pp.� 203-209

Ik-Tae� Im,� Su-Hyun� Yang,� Yong-Sik� Cho,� Kyu-Nam� Hwang

Using� inclined� walls� to� control� the� bottom� shear� stress�

distribution� in� an� annular� flume,� Journal� of� Hydraulic�

Engineering,� 2011,� Vol.� 137,� No.� 11,� pp.1470-1476.

김만곤 양수현 태동현 황규남

목포해역 점착성 퇴적물의 침식특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한국해양공학회지,� 2011,� Vol.� 25,� No.� 1,� pp.� 14-21.

이정주 권현한 황규남

극치수문자료의 계절성 분석 개념 및 비정상성 빈도해석을 이용한 확률

강수량 해석,�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2010,� Vol.� 43,� No.� 8,� pp.�

733-745.

Cho,�Y.-S.,�Lakshumanan,�C.,�Choi,�B.H.,�Lee,�S.O.�and�Hwang,�

K.-N.,�A�field�report�on�the� impact�of�the�2004�Sumatra�tsunami�

along�the�southeast�coast�of� India,�Coastal�Engineering�Journal,�

2009,� Vol.� 51,� No.� 1,� pp.� 1-26.

Jerome� Peng-Yea� Maa,� Jae-Il� Kwon,� Kyu-Nam� Hwang,�

Ho-Kyung� Ha,� Critical� bed-shear� stress� for� cohesive� sediment�

deposition�under�steady�flows,� Journal�of�Hydraulic�Engineering,�

2008,� Vol.� 134,� Issue� 12,� pp.� 1767-1771.

Seung� Oh.� Lee,� Su� Jin� Kim,� Kyu-Nam� Hwang,� Yong-Sik� Cho

Numerical� simulations� of� scalar� transport� with� fully� derived�

diffusion� terms� in� sigma-coordinate,� Journal� of� Coastal�

Research.� 2008,� Special� Issue� 52,� pp� 141-148.

Chulsang�Yoo,�Daeha�Kim,�Tae-Woong�Kim,�Kyu-Nam�Hwang

Quantification� of� drought� using� a� rectangular� pulses� Poisson�

process�model,� Journal�of�Hydrology,�2008,�Vol.�355,�No.�20,�

pp.� 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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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Bridge� Engineering�

지도교수 권순덕

전공분류� 해안 및 수공학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공대1호관 306호

전    화� 063-270-2289

홈페이지 https://home.chonbuk.ac.kr/bridge/

■ 연구실소개

� � 연구실은 교량과 관련된 진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 연구분야

-� 풍력에너지 및 에너지수확

-�바람에 의한 문제

-�이동하중 및 자기부상열차

-�진동제어

-�교량 진동

■ 연구성과

S.H� Lee,� S.D.� Kwon,� J.� Yoon

Reynolds�number�sensitivity� to�aerodynamic�forces�of�twin�box�

bridge� girder,� J.� of� Wind� Engineering� and� Industrial�

Aerodynamics,� 2014-04,� Vol.� 127,� No.� 0,� pp.� 59~68

J.� Park,� G.�Morgenthal,� K.� Kim,� S.D.� Kwon,� K.H.� Law

Power� evaluation� of� flutter-based� electromagnetic� energy�

harvesters�using�computational�fluid�dynamics�simulations,� J.�of�

Intelligent�Material�Systems�and�Structures,�2014-03,�Vol.�0,�No.�

0,� pp.� 59~68

S.� Jung,� S.D.� Kwon

Weighted� error� functions� in� artificial� neural� networks� for�

improved� wind� energy� potential� estimation,� Applied� Energy,�

2013-11,� Vol.� 111,� No.� 0,� pp.� 778~790

S.H.� Lee,� H.K.� Lee,� J.H,� Kim,� S.D.� Kwon

Mitigating� effects� of� wind� on� suspension� bridge� catwalks�

� J.�of�Bridge�Engineering,�ASCE,�2013-07,�Vol.�18,�No.�7,�pp.�

624~632

S.D.� Kwon,� J.K.� Park,� K.� Law

Electromagentic� energy� harvester� with� repulsively� stacked�

multilayer� magnets� for� low� frequency� vibrations,�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2013-05,� Vol.� 22,� No.� 0,� pp.� 0~0

H.� Song,� S.D.� Kwon

Wind� energy� prediction� of� complex� terrain� using� mixture�

probability� distributions,� Solar�Energy,� 2013-04,�Vol.� 102,�No.�

0,� pp.� 0~0

S.� Jung,� A.� Patel,� S.H.� Lee,� S.D.� Kwon

Mitigation� of� vortex-induced� vibrations� of� bridges� under�

conflicting� objectives,� J.� of� Wind� Engineering� &� Indutrial�

Aerodynamics,� 2011-12,� Vol.� 99,� No.� 0,� pp.� 124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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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응용수문

지도교수 권현한

전공분류� 수문학,�수자원공학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공대1호관 256호

전    화� 063-270-2426

홈페이지 http://www.ahrl.re.kr/

■ 연구실소개

� � 전북대 응용수문연구실은 기상변동성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시공간적 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한 진보된 해석방법을 개발 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수문기상학

-�하천공학

-�통합유역관리

-�수자원공학

-�도시수문학

-�수문통계학

■ 연구성과

손찬영 권현한 김종속 문영일

한반도 태풍강우 추출기법 비교 평가

J.Korea� Water� Resour.Assoc.,� 2014-12,� Vol.� 47,� No.� 12,� pp.�

1187~1198

오성렬 이기하 최병습 이건혁 권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광역 사면안정 해석(2):� 결과분석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2014,� Vol.� 17,� No.� 3,� pp.� 1~19

김태정 권현한 이동률 윤선권

GCM� Ensembledmf� 활용한 추계학적 강우자료 상세화 기법 개발

J.Korea� Water� Resour.Assoc.,� 2014-09,� Vol.� 47,� No.� 9,� pp.�

825~838

김태정 권현한 김기영

확률론적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한 한반도 태풍경로 및 종관기후학적

분석,�Journal�of�the�Korean�Society�of�Civil�Engineers,�2014-04,�

Vol.� 47,� No.� 4,� pp.� 385~396

이보람 정은성 김태웅 권현한

강수지표를 이용한 남,�북한 강수특성 비교

Journal�of� the�Korean�Society�of�Civil�Engineers,�2013-12,�Vol.�

33,� No.� 6,� pp.� 2223~2235

최병습 오성렬 이건혁 이기하 권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한 광역 사면안정 해석(1)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 2013,� Vol.� 16,� No.� 3,� pp.� 193~210

권현한 김태정 김운기 이동률

Chow-Liu�Tree�모형과 동질성 Hidden�Markov�Model을 연계한 다지

점 일강수량 모의기법 개발,�J.Korea�Water�Resour.Assoc.,�2013-10,�

Vol.� 46,� No.� 10,� pp.� 102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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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응용구조 (Advanced� Structural� Engineering� Lab)

지도교수 노화성

전공분류� 내진공학(콘크리트구조),�구조해석,�구조동역학

주    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전북대학교 공대1호관 216호

전    화� 063-270-2428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asejbnu/

■ 연구실소개

� � 구조물의 비선형 정/동적 해석과 차량진행에 따른 교량 진동,�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진해석 및 성능평가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콘크리트구조 설계 및 비선형(이력)해석

-�내진설계 및 성능평가:� 교량,�고전압변압기/부싱,� 원자력구조물

-�교량진동:� 충격계수,�교량내하력평가

-�실험연구:� 교각이력거동,� 진동대,� 내하력,� 지진취약도실험

■ 연구성과

Y.C.�Ou,�S.H.�Ngo,�H.�Roh,�Y.L.�Yin,� J.C.�Wang,�and�P.H.�Wang,�

(2015),� "Seismic� Performance� of� Concrete� Columns� with�

Innovative� Seven-� and� Eleven-Spiral� Reinforcement."� ACI�

Structural� Journal.� 112(4),� July-August,� xxx-xxx.

H.� Roh,� Y.C.� Ou,� J.� Kim,� and� W.S.� Kim,� (2014),� “Effect� of�

Yielding� Level� and� Post-Yielding�Stiffness� Ratio� of� ED�Bars� on�

Seismic� Performance� of� PT� Rocking�Bridge� Piers.”� Engineering�

Structures,� 81,� 454-463.�

H.�Roh,�H.�Lee,�and�J.�S.�Lee,� (2013),� “New�Lumped-Mass�Stick�

Model� Based� on� Modal� Characteristics� of� Structure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to� Nuclear� Containment�

Building.”� Earthquake� Engineering� and� Engineering� Vibration,�

12(2),� 307-317.�

S.�Y.�Lee,�K.�H.�Park,�and�H.�Roh,�(2013),� “Experimental�Fatigue�

Evaluation� of� Prestressed� Concrete-Filled� Steel� Tube� I-Shaped�

Bridge� Girders.”� Advances� in� Structural� Engineering,� 16(5),�

867-876.�

H.�Roh,�A.�M.�Reinhorn,�and�J.�S.�Lee,� (2012),�"Modeling�and�

Cyclic� Behavior� of� Segmental� Bridge� Column� Connected� with�

Shape� Memory� Alloys� Bars."� Earthquake� Engineering� and�

Engineering� Vibration,� 11(3),� 375-389.�

H.�Roh,�N.�Oliveto,�and�A.�M.�Reinhorn,�(2012),�"Experimental�

Test� and� Modeling� of� Hollow-Core� Composite� Insulators."�

Nonlinear� Dynamics,� 69(4),� 1651-1663.�

H.�Roh,�A.�M.�Reinhorn,�and�J.�S.�Lee,� (2012),�"Power�Spread�

Plasticity� Model� for� Inelastic� Analysis�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Engineering� Structures,� 39,� 148-161.�

H.�Roh�and�G.�P.�Cimellaro,� (2011),�"Seismic�Fragility�Evaluation�

of� RC� Frame� Structures� Retrofitted� with� Controlled� Concrete�

Rocking� Column� and� Damping� Technique."� Journal� of�

Earthquake� Engineering,� 15(7),� 1069� -� 1082.�

H.� Roh� and� A.� M.� Reinhorn,� (2010),� "Hysteretic� Behavior� of�

Precast�Segmental�Bridge�Piers�with�Superelastic�Shape�Memory�

Alloy� Bars."� Engineering� Structures,� 32(10),� 3394� –� 3403.

H.� Roh� and� A.� M.� Reinhorn,� (2010),� "Modeling� and� Seismic�

Analysis� of� Structures� with� Concrete� Rocking� Columns� and�

Viscous�Dampers."�Engineering�Structures,�32(8),�2096�–�2107.

H.�Roh�and�A.�M.�Reinhorn,� (2010),� "Nonlinear� static�Analysis�

of� Structures� with� Rocking� Columns."�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ASCE,� 136(5),� 532� -�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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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환경공학)

▶ 구조설계 

▶ 지반에너지공학 

▶ 지반동역학 

▶ 인식기반 수중로봇 자율주행

▶ 콘크리트구조

▶ 미래도시로봇 

▶ 환경관리

▶ 스마트 구조 및 시스템

▶ 스마트 교통 시스템

▶ 환경미생물학

▶ 복합 교통시스템 및 도시공학

▶ 지반공학

▶ 환경지구생화학 

▶ 구조해석 및 건설재료

▶ 구조제어 및 지능시스템

▶ 지반시스템 

▶ 환경바이오기술

▶ 응용역학

▶ 구조동역학 및 진동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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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구조설계

지도교수 곽효경

전공분류� 구조설계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한국과학기술원 (KAIST)�

전    화� 042-350-3661

홈페이지 sdlab.kaist.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구조설계로 교량,�초고층 건물,�원자력 발전소 격납

용기,�주차장 구조물 등 대형 사회기반시설의 사용성 및 안전성 예측과

함께 기존 해석,�설계 및 시공방법의 향상을 위해 초기재렬 및 극한상태

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적 거동을 정확히 모사할 수 있는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 � 주요 연구 분야로는 (1)�단조증가 하중 또는 반복하중에 따른 철근콘

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한요소해석;�(2)�시공단

계를 고려한 철근콘크리트 교량의 비선형 해석;�(3)�철근콘크리트 구조

물의 크리프좌굴 해석;�(4)�초기재령거동과 장기거동에 따른 콘크리트

의 비역학적 변형 모델링;�(5)�다양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부착 및

전단 전달체계 모델링이 있으며,�나아가 최적화 및 자동화를 포함한

개선된 설계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 연구분야

-� 구조물의 최적설계

-�교량의 해석/설계

-�구조물의 재료 비선형 해석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간의존적 거동 해석

■ 연구성과

곽효경,�임홍재,�박선종

비선형 초음파 변조 기법을 이용한 열손상 콘크리트의 미세균열 평가

콘크리트학회 논문집 2012.12 vol.24� no.6� pp.651-658

곽효경,�곽지현

축력이 재하된 원형 콘크리트 충전강관 기둥의 최대 저항능력 콘크리트

학회 논문집 2012.� 08� vol.24� no.4� pp.423-433

곽효경,�권세형,�하상희

교량 단면 내 온도 분포에 따른 자체 평형 열응력 해석 한국전산구조공

학회 2011.� 10� vol.24� no.5� pp.531-542

곽효경,�양규영,�신동규

점진적 구조 최적화 기법을 이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단 해석

2011.� 06� vol.24� no.3� pp.319-328

신동규,�곽효경

비선형 정적 해석법을 이용한 사장교의 지진해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11.� 03� vol,31� no.2� pp.59-69

곽효경,�황진욱

기하학적특성을 고려한 제형파형강판 복부판의 연성 전단거동 한국전

산구조공학회논문집 2010.� 02� vol.23� no.1� pp.95-110

곽효경,�나채국,�김성욱,�강수태

초고강도 강섬유보강 철근콘크리트의 인장강화 모델 및 적용 대한토목

학회논문집 2009.� 07� vol.29� no.1� pp.26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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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반에너지공학

지도교수 권태혁

전공분류� 지반에너지공학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    화� 042-350-3628

홈페이지 kwon.kaist.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빠르게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

에 대응하고자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지반공학 분야를 중점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흙 및 암반의 지구물리,�화학 및 토양미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생산하고

공학적 기술을 개발하고자 연구 중 이다.�

� � 특히 최근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이산화탄소 저장,�미생물을 이용

한 지반개량,�지구물리탐사기법의 활용,�오일회수증진 기법,�지반구조

물을 이용한 에너지 재활용 등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Main� Research� Directions:� (1)� Energy� and� Sustainable�

Geotechnology,� (2)� Bio-soil� Improvement� and� Biogeophysics,�

(3)�Coupled�Thermo-hydro-chemo-electro-bio-mechanical�Processes�

in� Porous� Media� and� Particulate� Materials,� and� (4)�

Near-surface� Geophysical� Characterization� and� Smart� Sensor�

Application.

- Methodology:�theoretical/experimental�studies�of�particle-level,�

pore-scale� and� macro-scale� phenomena� in� particulate�

materials� and� porous�media� (mechanical,� chemical,� thermal,�

electrical,� hydrological,� and� biological).� Experimentation�

involves� distinct� laboratory� devices� and� procedures,� with�

emphasis� on� low-perturbation� wave-based� characterization�

and� process� monitoring� (both� elastic� and� electromagnetic�

waves),�X-ray�CT� imageries�(both�micro-�and�core-scales),�and�

related� inverse� problems.

- Problems:� resource� recovery� (petroleum,� natural� gas,� EOR,�

methane�hydrate,�shale�gas),�geo-environment�(geologic�CO2�

storage,� soil� remediation),� and� engineering� systems� (soil�

improvement,�dynamic�soil�response,�underground�excavations).

■ 연구성과

Hong,� E.S.,� Kwon,� T.H.,� Song,� K.I.,� and� Cho,� G.C.

Observation� of� the� Degradation� Characteristics� and� Scale� of�

Unevenness� on� Three-dimensional�Artificial� Rock� Joint� Surfaces�

Subjected�to�Shear,�Rock�Mechanics�and�Rock�Engineering�2015

Ta,� X.H.,� Yun,� T.S.,� Muhunthan,� B.,� and� Kwon,� T.H.

Observations� of� pore-scale� growth�patterns� of� carbon� dioxide�

hydrate�using�X-ray�computed�microtomography,�Geochemistry,�

Geophysics,� Geosystems� 2015

Kim,� A.,� Cho,� G.C.,� and� Kwon,� T.H.

Site� characterization� and� geotechnical� aspects� on� geological�

storage�of�CO₂� in�Korea,�Geosciences�Journal�2014�vol.18�no.2�

pp.167-179

Kwon,� T.H.� and� Ajo-Franklin,� J.

High-frequency�seismic�response�during�permeability� reduction�

due� to� biopolymer� clogging� in� unconsolidated� porous�media,�

Geophysics� 2013� vol.78� no.6� pp.117-127

Kwon,�T.H.,�Oh,�T.M.,�Choo,�Y.W.,�Lee,�C.,�Lee,�K.R.,�and�Cho,�

G.C.

Geomechanical� and� thermal� responses� of� hydrate-bearing�

sediments� subjected� to� thermal� stimulation:�Physical�modeling�

using� a� geotechnical� centrifuge,� Energy� and� Fuel� 2013� vol.27�

no.9� pp.4507-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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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반동역학

지도교수 김동수

전공분류� 지반동역학

주    소 대전 유성구 구성동 373-1� 한국과학기술원 w16�지오센트리퓨지 센터

전    화� 042-350-5659,� 7219

홈페이지 soildynamic.kaist.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그간 탄성파를 활용한 현장탐사기법 개발,�지반의

비선형 특성 획득을 위한 고도화된 실내시험기법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더불어 국내 지반 특성에 따른 지진 시 부지증

폭특성 평가를 통해 국내 내진설계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2005년 정부의 분산공유형 실험센터 구축의 일환으로 KAIST에

원심모형실험 장비가 구축된 이래 해당 장비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해양구조물 기초의 지지력 평가,�제방/댐,�문화재 등의 안정성

평가 등 다양한 지반 구조물의 성능 실험 및 안정성 검증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진동대를 활용한 동적원심모형실험도 국내 최초로 수행하여 지

반구조물의 지진 시 거동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 연구분야

-� 현장 및 실내시험을 이용한 부지특성 및 재료특성 평가

-�원심모형실험

-�지반지진공학

-�해양구조물 기초

■ 연구성과

Cho� Hyung-Ik,� Bang� Eun-Seok,� Lee�M.J.,Choo� Yunwook,� Kim�

Dong-Soo

원심모형실험을 위한 전기비저항 탐사 시스템 구축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2014� 10� Vol.30,� No.10,� pp.19-31

Seo� H.Y.,Park� G.S.,Kim� E.H.,Kim� Dong-Soo

사회기반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2014� 9� Vol.18,� No.5,� pp.231-240

Yoo� Min-Taek,Ha� Jeong-Gon,Jo� Seong-Bae,Kim� Dong-Soo

지반-기초-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말뚝 기초 구조물에서의 지진 하

중 평가

LHI� Journal,� 2014� 5� Vol.18,� No.3,� pp.125-132

■ 프로젝트

[심해자원 생산용 해양플랜트 시장진출을 위한 해저장비 및 URF�설치용

3000m급 심해설치 공사기술 개발]�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3.07~�

2015.06

[동적 원심모형실험을 이용한 기초-지반 시스템 및 토류구조물 지진하

중 평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11.09~2014.05

[LNG�FSRU�구조물-계류시스템 설계핵심 기술개발]�한국해양과학기술

원,� 2011.10~2013.09

[원전 기초지반 및 격납건물의 설계 지진하중 산정을 위한 동적 원심모

형시험 기술]�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010.11~2012.10

[동적원심모형 시험을 이용한 석조 건축문화재 지진거동 특성평가]�국

립문화재연구소,� 2011.08~2011.12

[연직배수재 설치용 비대칭 앵커플레이트 개발 및 성능 검증]�삼성물산

(주),� 2010.06~2011.12

[고성능 콘크리트의 장기변형제어 및 대단면 Piled�raft�설계 검증 기술

개발]� 건설기술평가원,� 2010.03~2011.02

[탄성파 전파특성을 이용한 지반 및 지반구조물의 스마트 평가시스템

구축]� 스마트사회기반시설연구센터,� 2002.7~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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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인식기반 수중로봇 자율주행

지도교수 김아영

전공분류� 인식기반 수중로봇 자율주행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KAIST�건설 및 환경공학과 W1-2동 2212호

전    화� 042-350-3632

홈페이지 irap.kaist.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건설과 환경 분야에 로봇 인식기술을 활용하는 연구

에 초점을 둔다.�접근성이 낮거나 사람에게 어렵고 위험한 환경에서

로봇 기술의 적용을 통해 기존 기술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하며,�이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기술 적용영상기반 환경 인식,�환경

관제 및 건설 지원,�지능적 로봇 센서 융합 기술,�인식기반 결정을 통한

통합 항법 기술,�수중 및 시설 내부 등과 같은 GPS�음영 지역의 주행

기술 등을 주제로 연구한다.

■ 연구분야

-� 인식기반 지능적 환경 인식

-�접근성이 낮은 환경에서 로봇 자율 주행 기술

-�센서 융합 기술

-�인식 기반 능동 주행 결정 기술

■ 연구성과

Paul� Ozog,� Nicholas� Carlevaris-Bianco,� Ayoung� Kim� and� Ryan�

M.� Eustice

Long-term� mapping� techniques� for� ship� hull� inspection� and�

surveillance� using� an�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Journal�of�Field�Robotics,�Special� Issue�on�Safety,�Security�and�

Rescue� Robotics,� 2015.

Ayoung� Kim� and� Ryan�M.� Eustice

Active� visual� SLAM� for� robotic� area� coverage:� Theory� and�

experi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Robotics� Research,� 2015.

Stephen�M.� Chaves,� Ayoung� Kim� and� Ryan� M.� Eustice

Opportunistic�sampling-based�planning�for�active�visual�SLAM.�

In� Proceedings� of� the� IEEE/RSJ�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2014� pp.3073-3080

Ayoung� Kim� and� Ryan�M.� Eustice

Real-time� visual� SLAM� for� autonomous� underwater� hull�

inspection� using� visual� saliency

IEEE� Transactions� on� Robotics� 2013� vol.29� no.3� pp.719-733

Intelligent� Robots� and� Systems� 2009� pp.1559-1565

Ayoung� Kim� and� Ryan�M.� Eustice

Toward�AUV�survey�design�for�optimal�coverage�and�localization�

using� the� cramer� rao� lower� bound.

In� Proceedings� of� the� IEEE/MTS� OCEANS� Conference� and�

Exhibition� 2009�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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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콘크리트 구조

지도교수 김진근

전공분류� 콘크리트 구조

주    소 대전 유성구 구성동 한국과학기술원 건설 및 환경공학과 콘크리트 연구실 3222호

전    화� 042-350-3614

홈페이지 concrete.kaist.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콘크리트 재료역학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 � 콘크리트 균열연구:�1999년 7월부터 콘크리트 균열 국가지정 연구실

로 지정되어 콘크리트 균열특성에 대한 각�원인별 연구를 통해 균열발생

을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 � 파괴역학의 응용:�콘크리트 재료의 파괴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크기 효과와 균열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

었다.�

� � 장기변형 특성:�콘크리트 장기 변형에 관한 연구로서 크리프,�건조수

축,�자기수축 등에 관한 실험 연구와 특히 부등건조 수축에 의한 응력

예측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이는 고층 빌딩,�장대 교량

등에 적용 가치가 높은 연구이다.

� � 수화열에 관한 연구:�콘크리트 수화열에 의한 온도 응력 예측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콘크리트 재료의 열적 성질과 초기 재령 콘크리트

의 강도 발현을 비롯한 재료 특성 연구가 계속 수행되고 있다.

■ 연구분야

-� 콘크리트 균열

-�초기재령 콘크리트의 특성

-�콘크리트의 파괴역학

-�콘크리트의 장기거동

-�수화열 해석

■ 연구성과

조영재,�김진근

횡방향 판재에 의한 횡구속 효과 및 철근콘크리트 기둥에서 고강도 철근

의 사용성 검토

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2012� vol.24� no.6� pp.643-650

진은웅,�김진용,�김진근

열손실량 보정을 통한 콘크리트 단열온도상승량 예측 장치

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2012� vol.24� no.5� pp.535-542

최나래,�김진근

휨모멘트와 축력이 작용하는 슬래브의 재령보정계수 모델식 개발에 관

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012� vol.28� no.9� pp.25-32

최원석,�정란,� 김진근,� 박홍근,� 황현종

600�MPa�휨 철근을 사용한 특수모멘트 골조의 보-기둥 접합부의 내진

성능

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2011� vol.23� no.5� pp.591-601

최원석,�정란,� 김진근,� 박홍근

SD600�철근의 B급 겹침 이음에 대한 현행설계기준의 적용성

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2011� vol.23� no.4� pp.44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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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미래도시로봇

지도교수 명 현

전공분류� 미래도시로봇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    화� 042-350-3630

홈페이지 urobot.kaist.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건설 및 환경공학과 로봇 공학의 퓨전을 통해 미래도시에

서 지능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이를 위해

현재 연구하고 있는 IT�기반 건설 공학은 구조물 진단 로봇,�유비쿼터스

도시 내의 위치인식 및 로봇 자율 주행,�구조물 3차원 변화 인식,�유비쿼

터스 도시 관리 로봇,�환경 관리 로봇,�지반 탐사 로봇 등이 있다.�향후에

는 유비쿼터스 로봇 인프라구조 설계,�지능 건설 로봇,�진화 로봇 등의

분야로 확장하여 최첨단 건설 공학을 리드하고자 한다.

■ 연구분야

-� 구조물 진단 로봇 시스템 (ViSP,�Wall-Climbing� Drone)

-� 3D�로봇 자율 주행 및 위치인식

-�유비쿼터스 로봇 인프라구조 디자인

-� 3D�환경 인식 및 실시간 HRI� (Human-Robot� Interaction)

-� 환경 감시 및 관리 로봇 (해파리 퇴치 로봇)

-�지능 건설 로봇

-�진화 로봇 및 구조 설계 최적화

-�소프트 컴퓨팅 (신경망,�진화연산,�퍼지로직)� 및 지능 제어

■ 연구성과

Seung-Mok� Lee,� Jongdae� Jung,� Hyun�Myung

DV-SLAM� (Dual-sensor-based� Vector-field� SLAM)� and�

Observability� Analysis

IEEE�Trans.� Industrial�Electronics,�62(2),�1101-1112,�Feb.�2015.

Haemin� Jeon,� Wancheol� Myeong,� Jae-Uk� Shin,� Jong-Woong�

Park,� Hyung-Jo� Jung,� Hyun�Myung

Experimental� Validation� of� ViSP� (Visually� Servoed� Paired�

Structured�Light�System)�for�Structural�Displacement�Monitoring

IEEE/ASME�Trans.�Mechatronics,�19(5),�1603-1611,�Oct.�2014.

Donghoon� Kim,� Jae-Uk� Shin,� Hyongjin� Kim,� Hanguen� Kim,�

Donghwa� Lee,� Seung-Mok� Lee,� and� Hyun�Myung

Development� and� Experimental� Testing� of� an� Autonomous�

Jellyfish� Detection� and� Removal� Robot� System

Accepted� to� IJCAS(Int'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2015

■ 프로젝트

[Vision-based� Displacement� Measurement� of� PC� Bridge�

Members� (ICT� Bridge� Project)]� MOLIT� 2013.06.~2018.04.

[Jellyfish�distribution�recognition�using�UAV�(Unmanned�Aerial�

Vehicle)]� KIAT� 2014.09.~2017.08.

[Navigation� of� Warehouse� Transport� Robot� System]� KAIA�

2014.06.~2017.05.

[Swarm�Robots� for� Jelly� Fish�Removal� (JEROS)]�NRF� (연구재단)�

2010.05~2016.04

[Gamma� spectroscopy� well� logging� for� physical� properties�

measurement� in� unconventional� reservoirs]� KETEP� (KIGAM)�

2012.12~2015.11

[Oil� Spill� Protection� Robot]� KIRIA� 2014.04.~2015.03.

[Underground� Drilling� RSS� for� Shale� Gas]� MKE,�

2013.12~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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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환경관리

지도교수     박희경

전공분류     환경관리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구성동 373-1)� 건설 및 환경공학과 2223호

전    화     042-350-3620

홈페이지     https://sites.google.com/site/site4emrl/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EMRL)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도시를 위한 통합

화된 도시,�환경 시스템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이중 물 환경

복원 및 재이용 시스템,�도시기반시설 통합관리 및 도시환경 보존,�복원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이다.

■ 연구분야

-� 통합화된 물환경 관리 시스템

-�도시기반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

-�복잡한 도시,� 환경 시스템 설계

-�복잡한 고도 수처리 시스템

■ 연구성과

Norashikin� Ahmad� Kamal,� Heekyung� Park� and� Sangmin� Shin

Assessing�the�viability�of�micro�hydropower�generation�from�the�

storm�water� flow� of� the� detention� outlet� in� an� urban� area

Water�Science�&�Technology:�Water�Supply�2014.�8�vol.14�no.4�

pp.664-671

Kyunghyun�Kim,�Sehyun�Jang,�Changgyoo�Choi,�Heekyung�Park

Analysis� of� Permeability� and� Recovery� Rate� for� Unclogging�

Elastic� Surface� Filter� (UESF)� and�G-block� for� Urban�Rainwater�

Infrastructure� Regeneration

Water� Practice� &� Technology� 2013.11� vol.8� pp.527-535

Gooyong� Lee,� Sangeun� Lee,� Heekyung� Park

Improving� applicability� of� neuro-genetic� algorithm� to� predict�

short-term� water� level:� a� case� study

Journal� of� Hydroinformatics� 2013.07� vol.16� no.1� pp.218-230

■ 프로젝트

[KI� 재난 연구소 설립을 위한 기획연구]� KAIST.� 2014.06-� 2014.11

[호소와 저수지 수자원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다기준의사결정지원시스

템 구축 (Ⅲ)]� 교육부/연구재단,� 2013.05-2014.04

[미세섬유사 여과를 이용한 발전용수처리기술 개발]�KAIST,�2014.02-�

2014.04

[첨단도시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단4핵심저탄소그린도시 인프라 재생 기

술 개발 (Ⅷ)]�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2013.04-2014.04

[교량 비용-성능 DB�구축 및 모듈 개선 연구]�한국건설교통기술연구원,�

2011.04.25-2011.10.11

[호소와 저수지 수자원의 실시간 관리를 위한 다기준의사결정지원시스

템 구축 (Ⅱ)]� 교육부/연구재단,� 2012.05.01-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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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스마트 구조 및 시스템

지도교수 손 훈

전공분류� 스마트 구조 및 시스템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구성동 373-1)�

전    화� 042-350-3625

홈페이지 web.kaist.ac.kr/~sohnhoo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구조물 안전진단과 센싱 기술을 중점 연구하고 있다.�

독창적인 통계적 패턴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 호출 기법과

손상 감지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그 밖에 구조 진동,�

시스템 식별,�스마트 재료 및 구조,�모드 해석 및 진동 시험,�능동형

센싱,�신호 처리,�데이터 호출,�확률 및 통계 해석법 그리고 통계적 패턴

인식에 관한 연구들도 수행하고 있다.�

� � 구조물 안전 진단(SHM)이란 구조물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

료 수집,�신호 처리,�탐지를 통한 통계적 추론기법 등을 통합하는 과정을

말한다.�SHM은 직접적으로는 인명 구조 효과와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최근의 발전된 센싱 기술을 이용하면 최소한의 유지 보수

비용으로 구조물의 상태를 주기적이고 연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유럽 최악의 환경 재앙이었던 프레스티지호의 석유 유출

사고는 선채의 손상으로 인한 피로를 감지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안전

진단 시스템을 설치했었다면 방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연구분야

-� 구조물 안전 진단

-�비파괴 검사

-�센싱 기술

-�통계적 패턴 인식

■ 연구성과

Hyung� Jin� Lim,� Hoon� Sohn

Fatigue�crack�detection�using�structural�nonlinearity� reflected�on�

linear� ultrasonic� features

Submitted� to�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Express� Letters� 2015

Jinyeol�Yang,�Peipei�Liu,�Suyoung�Yang,�Hyeonseok�Lee,�Hoon�

Sohn

Laser� based� impedance� measurement� for� pipe� corrosion� and�

bolt-loosening� detection

Smart� Structures� and� Systems,� 2015.� Vol.� 15,� No.� 1

Min-Koo� Kim,� Qian�Wang,� Joon-Woo� Park,� Jack� C.P.� Cheng,�

Chih-Chen� Chang,� Hoon� Sohn

Application� of� Cloud-BIM� based� dimensional� assurance�

technique� to� full-scale� precast� concrete� elements

Submitted� to� Advanced� Engineering� Informatic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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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스마트 교통 시스템

지도교수 여화수

전공분류� 스마트 교통 시스템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구성동273-1)� 건설 및 환경공학과

전    화� 042-350-3634

홈페이지 sts.kaist.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교통시스템의 설계,�

운영,�관리의 방법론들을 다룬다.�교통현상의 모델링,�예측,�그리고 정보

통신기술과 결합된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이용한 안전하고,�효율적인 교

통시스템의 운영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녹색

교통도시의 설계 및 교통 기반 시설물들의 유지,�관리 등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 연구분야

-� Transportation� Systems� Engineering

-� Traffic� Flow� Theory,� and� Traffic� Operation

-� Traffic� Simulation�

-�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 Traffic� Safety

-� Accident� Analysis� and� Prediction�

-� High� Collision� Concentration� Location� Identification

-�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Engineering

-� Infrastructure� maintenance� optimization

-� Green� Transportation� City� Design�

■ 연구성과

Simon� Oh,� and� Hwasoo� Yeo

Impact�of�Stop-and-Go�Waves�and�Lane�Changes�on�Discharge�

Rate� in� Recovery� Flow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B� 2015

Sehyun� Tak,� Hwasoo� Yeo

Development�of�a�New�Surrogate�Safety�Measure�for�Rear-end�

Collision� Risk

IEEE� Transactions� on� ITS� 2015

Hanjoon�Kim,�Gwangsun�Kim,�Hwasoo�Yeo,�John�Kim,�Seungryoul�

Maeng

Design�and�Analysis�of�Hybrid�Flow�Control� for�Hierarchical�Ring�

Network-on-Chip

IEEE� Transactions� on� Computers� 2015

Simon� Oh,� Young-Ji� Byon,� Kitae� Jang� and� Hwasoo� Yeo�

Short-term� travel-time�prediction�on�highway:�a� review�of� the�

data-driven� approach

Transport� Reviews� � 2015

■ 프로젝트

[철도 실시간 위험감시제어 프레임워크 개발]� 2014-2016

[교통,물류 빅데이터 연구센터 교통 빅데이터 처리 기법 연구]� �

2014-2015

[빅데이터 활용 상태기반 철도 유지관리 기법 개발]� � 2014-2015

[KAIST-Kalifah� 공동연구,� 스마트폰기반 교통데이터 처리 기법 연구]�

2014-2015

[동토지반 강도평가 장비 개발]� 한국건설기술평가원.� 2012.06.25-�

2012.11.30

[Microsoft� Research� Urban� Informatics� Project]� � Real� Traffic@�

Microsoft� Azure.� 2014-2015

[기상,�교통 빅데이터 융합을 통한 통행시간 예측 기법 개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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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환경미생물학

지도교수    윤석환

전공분류    환경미생물학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건설 및 환경공학과 W1-2동 3210호

전    화    042-350-3631

홈페이지    yoonsh9610.wix.com/envmicrokaist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미생물의 반응을 연구함으로써 자연 환경이나 인공

환경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

하고자 한다.�생물학적 탄소순환 (C-cycle),�질소순환(N-cycle)을 연구

함으로써 메탄 (CH4)과 아산화질소 (N2O)�등 온실가스의 자연적,�인공

적 배출을 억제하는 방안과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이와 병행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다양한 오염물질 (염

화 솔벤트 등)의 정화에 대한 연구도 행해질 것이다.

■ 연구분야

-� 생물학적 탄소순환 및 질소 순환

-�미생물 반응을 이용한 자연적,�인공적 환경에서의 온실가스(CH4,�

N2O)� 배출 억제 및 활용

-�미생물 반응을 이용한 오염 물질의 분해,�무독화,�및 고정화

-�오염된 환경의 생물적 환경정화 (Bioremediation)

■ 연구성과

Yoon,� S.,� Sanford,� R.A.,� and� Loffler,� F.E.�

Nitrite�control�over�dissimilatory�NO3-/NO2-�reduction�pathways�

in� Shewanella� loihica� strain� PV-4

submitted� to� Appl.� Environ.�Microbiol.� 2015

Yoon,� S.,� Nissen,� S.,� Higgins,� S.,� and� Loffler,� F.E.

Dissimilar� N2O-reducing� kinetics� of� bacteria� harboring� two�

different� types� of� nosZ.�

In� preparation.� 2015

Yoon,� S.,� Cruz-Garcia,� C.,� Sanford,� R.A.,� Ritalahti,� K.M.,� and�

Loffler,� F.E.�

Denitrification�versus�respiratory�ammonification:�environmental�

controls� of� two� competing�dissimilatory�NO3-/NO2-� reduction�

pathways� in� Shewanella� loihica� strain� PV-4

published� on� line� ahead� of� the� print.� ISME� J.� 2014

Yoon,� S.,� Sanford,� R.A.,� and� Loffler,� F.E.

Shewanella�spp.�use�acetate�as�electron�donor�for�denitrification�

but� not� ferric� iron� or� fumarate�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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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복합 교통시스템 및 도시공학

지도교수    윤윤진

전공분류    복합 교통시스템 및 도시공학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615

홈페이지    true.kaist.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교통 및 사회기반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데이터 기반의 자료 분석,�통계 분석,�시뮬레

이션 분석 등의 기법과 경제학적,�운영공학적인 이론에 기반 한 솔루션

을 제공하여 지능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 연구분야

-� 항공 교통 관리

-�도시 교통 시스템

-�안전 관리 시스템

-�교통 및 도시 인프라 관련 빅데이터 분석

■ 연구성과

O.� Kwon,�W.� Rhee,� Y.� Yoon

Application�of�classification�algorithms�for�analysis�of� road�safety�

risk� factor� dependencies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2015� � vol.75� pp.1-15

O.� Kwon,� K.� Jang,� Y.� Yoo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banning� handheld�

cellphone� use� while� driving

Safety� Science,� 2014

S.� Jung,� K.� Jang,� Y.� Yoon,� S.� Kang

Contributing� factors� to� vehicle� to� vehicle� crash� frequency� and�

severity� under� rainfall

Journal� of� Safety� Research,� 2014

S.� Jung,� X.� Qin,� Y.� Yoon

Evaluation�of�motorcycle�safety�strategies�using�the�severity�of�

injuries

�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2013� vol.59� pp.35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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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반공학

지도교수 이승래

전공분류� 지반공학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617

홈페이지 geotech.kaist.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국내 지반공학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으며 학문과 양심과 지혜를 겸비한 인재를 양성

하고자 노력하는 연구 집단이다.�본 연구실에서는 전통적으로 국내 연약

점토지반 및 불포화 풍화토를 대상으로,�관련된 지반 구조물의 해석,�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주요 대상 지반구

조물로는 연약점토지반과 관련된 성토 및 굴착 구조물과 사력댐 구조물

및 사면 구조물이며 이들 지반구조물의 해석,�설계 및 보강과 유지관리

를 위해 요구되는 최적의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최근에

는 산사태 재해 실시간 예측 및 대응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산사태 재난에 대한 초등수준의 예·경보 및 사후복구 위주의

현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성,�공공성,�지속성,�신뢰성을 갖춘

체계적 산사태 재난 관리방법(위험수준 관리 →�예방차원 관리 →�대응

관리 →�사후 관리)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구성하는 원천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 이와 더불어�본 연구실은 지중열 에너지를 활용한 지열에너지 전환

저장 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수직 밀폐형,�에너지

파일,�수평형,�개방형 시스템 등과 같은 다양한 지중열펌프 시스템에

대한 최적 운영 및 설계 기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현장실험 및

수치해석연구,�역해석 기법 등이 적용된 해석 및 설계를 위한 S/W를

개발하였다.�또한 최근에는 열에너지 저장 관련 기술 중 단일 주입정을

이용한 대수층 고온열수 저장(HT-ATES)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덴마크 공대,�믠헨 공대와의 국제협력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연구분야

-� 컴퓨터 수치해석을 이용한 지반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기술

-�강우에 의한 사면안정 해석 및 설계기술

-�지반보강 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기술

-�연약점토지반 해석 및 설계기술

- 산사태 유발 및 토석류 전이규준에 대한 연구

-�지중열교환시스템 해석 및 설계기술

- 대수층 고온열수 저장(HT-ATES)에 대한 연구

■ 연구성과

Gyu-Hyun� Go,� Seung-Rae� Lee,� Nikhil� N.V.,� Seok� Yoon

A�new�performance�evaluation�algorithm�for�horizontal�GCHPs�

(ground� coupled� heat� pump� systems)� that� considers� rainfall�

infiltration

Energy,� 2015� Vol.� 83,� pp.� 766-777.

Gyu-Hyun� Go,� Seung-Rae� Lee� Han-Byul� Kang,� Seok� Yoon,�

Min-Jun� Kim�

A�novel�hybrid�design�algorithm�for�spiral�coil�energy�piles� that�

considers� groundwater� advection

Applied�Thermal�Engineering,�2015�Vol.�78,�No.�5,�pp.�196-208.

Seok� Yoon,� Seung-Rae� Lee,� Gyu-Hyun� Go

A� numerical� and� experimental� approach� to� the� estimation� of�

borehole� thermal� resistance� in� ground� heat� exchangers

Energy,� 2014� Vol.� 71,� pp.� 547-555.�

■ 프로젝트

[호남권 기후재해 적응형 건설적정기술 개발]�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1.05-2019.02

[극한강우 산사태 재해 실시간 예측 및 대응 원천기술 개발]�한국연구재

단,� 2012.10-2017.08

[저비용 고효율 지중 열교환기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한국연구재단,�

2013.11-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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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환경지구생화학

지도교수 이우진

전공분류� 환경지구생화학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624

홈페이지 http://egrl.kaist.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환경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거나

해결되지 않은 자연현상 및 오염물질에 의한 인위적 환경문제들을 바르

게 이해하고 규명/해결해 나가기 위한 통합 환경 (대기,�물,�토양)�내에서

의 유기 및 무기 독성 오염물질들의 거동 관측 및 제어,�이들 오염물질들

의 반응 kinetic과 equilibrium,�그리고 반응 mechanism과 관련되는

흥미롭고도 중요한 환경 연구주제들을 다루어왔다.�이제 환경지구생화

학 연구실은 통합 환경 내에서의 오염물질들의 발생 및 관측,�오염물질

들의 fate와 transport의 예측,�그리고 실제로 오염된 통합 환경의 복원

을 위한 in-situ�및 ex-situ�복원기술의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함으로서 Stockholm�조약과 Kyoto�의정서에서 제기된 지역 및

전 세계적 환경오염과 같은 중요한 환경문제의 해결에 일약을 담당하고

있다.�발생원에러 방출되는 난분해성 유해물질들의 제어를 위해 본 연구

실에서는 최첨단 나노,�바이오기술을 채택하고 결합시켜 반응성 높은

나노,�생화학촉매를 합성하고 이를 처리기술에 응용하는 연구가 심도

깊게 진행되고 있다.

■ 연구분야

-� 가스 하이드레이트 및 CO2� Seguestration� technology

-� 유해 중금속 및 유기화합물로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의 복원

-� Multi-phase에서 유해화합물질의 fate� 및 transport의 관측과

�예측

-�나노-생화학촉매를 이용한 난분해성 폐수의 처리

-�대기 중 유해 환경오염물질 (POPs)의 제어 및 관리 기술의 개발

-� Chemical� kinetic� 및 equilibrium� model의 개발

-�유해 환경오염물질들 사이의 QSAR�및 FMOC의 규명

�

■ 연구성과

Kyung,� D.� Lim,� H.-K.� Kim,� H.� Lee,�W.

CO2� hydrate�nucleation�kinetics�enhanced�by�an�organo-mineral�

complex� formed� at� the� montmorillonite-water� interface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2015,� 49,� 1197-1205.�

Kyung,�D.�Kim,�M.�Chang,�J.�Lee,�W.�Estimation�of�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a� hybrid� wastewater� plant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2015,� 95,� 117-123.

Kyung,�D.�Amir,�A.�Choi,�K.�Lee,�W.�Reductive� transformation�

of� tetrachloroethene� catalyzed� by� sulfidecobalamin� in�

nano-mackinawite� suspension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Research� 2015,� 54,�

1439-1446.

Kim,� S.;� Park,� T.� Lee,�W.�Degradation�of� perchloroethylene�at�

high�pH�using�nano-mackinawite�catalyzed�by�cyanocobalamin�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2015,� 151,� 378-385.

Bae,� S.;� Jeon,� K.� H.;� Kim,� H.� Lee,�W.

Dechlorination� mechanism� of� carbon� tetrachloride� on� the�

vivianite� surface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A� 2015� in� print

■ 프로젝트

[Development�of� in-situ�remediation� technology�based�on� low�

toxic�nano�material� for�contaminated�groundwater]� �a�Ministry�

of� Environment,� April� 2014� -� present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y� on� integrated� water�

technology]� � a� NRF,�May� 2012� -� present

[Development� of� selective/smart� catalysis� technology� to�

completely� transform� nitrate/chlorinate� compounds� in�

groundwater]� a� KEITI,� � April� 2012� -�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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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구조해석 및 건설재료

지도교수 이행구

전공분류� 구조해석 및 건설재료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73-1� 4218호

전    화� 042-869-5663

홈페이지 http://samlab.kaist.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공학재료의 정확한 특성파악을 위한 새로운 특성예측모

델 개발 및 첨단 복합재료를 활용한 사회기반구조물의 거동해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이와는 별도로 전 세계적으로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복합재료를 이용한 구조물의 보수/보강,�섬유보강 경량

기포콘크리트 및 전자파제어 콘크리트 개발 및 성능 파악,�그리고 보수

된 교량구조물의 성능을 예측하는 해석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복합재료와 구조재료의 멀티스케일 모델링

-�복합재료를 이용한 구조물의 보수 보강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대형 구조물의 구조해석

-�섬유보강 경량기포콘크리트 및 전자파제어 콘크리트 개발

-�고성능 콘크리트 및 보수된 사회기반 시설물의 특성 예측

-�첨단 나노소재를 이용한 스마트 건설재료 개발

-�탄소저감형 친환경 건설재료 개발

■ 연구성과

Kim,� H.K.,� Ha,� K.A.,� Jang,� J.G.,� and� Lee,� H.K.

Mechan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Bottom� Ash�

Aggregates� Cold-bonded� with� Fly� Ash

Journal�of�the�Korean�Ceramic�Society�2014�Vol.�51,�No.�2,�pp.�

57-63.

Yang,� B.J.,� Ha,� S.K.,� and� Lee,� H.K.

Micromechanics-based� analysis� on� tensile� behavior� of� the�

sprayed� FRP� composites� with� chopped� glass� fibers�

Journal�of� the�Computational�Structural�Engineering� Institute�of�

Korea� 2012� Vol.� 25,� No.� 3,� pp.� 211-217.

Ha,� S.K.,� Yang,� B.J.,� and� Lee,� H.K.

Finite� element� analysis�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RC�

beams� strengthened� with� SFRP� coating

Journal�of� the�Computational�Structural�Engineering� Institute�of�

Korea� 2009� Vol.� 22,� No.� 6,� pp.� 579-585.

■ 프로젝트

[Development� of� Urban� Space� Decision� Support� System� for�

Establishing�Material� Circulation� Framework]�Ministru�of� land,�

Transport� and�Maritime� Affairs,� 2011.11.30-2016.06.29.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ementless� light-weight�

concrete� utilizing� non-sintering� inorganic� binder� and� recycled�

aggregates]�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2.07.01-2015.06.30

[Complement/optimization� of� components� in� road� emvedded�

power� line� and�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solving�

problems� in� assembly� and� constructi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Maritime� Affairs,� 2011.12.27-20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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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구조제어 및 지능시스템

지도교수     정형조

전공분류     구조제어 및 지능시스템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335� KAIST�건설환경공학과 SCaIS� Lab.

전    화     042-350-3626

홈페이지     scaislab.kaist.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의 비전은 사회기반시설을 지능화시킴으로써 자연재해 및

인위재해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이러한 비전을 달성하

기 위하여,�본 연구실은 혁신적인 스마트구조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회기반시설에 응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 특히,�MR�유체/앨라스토머와 같은 스마트 재료와 전자기유도 변환기

와 같은 에너지 추수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진동제어 시스템의

개발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또한,�무선 센서 네트워크,�압전 센서/액츄

에이터와 같은 첨단 계측/구동 기술을 사회기반시설물에 응용하는 연구

를 최근 시작하였다.�본 연구실에서는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계공학,�전기 및 전자공학과 같은 다양한 공학 분야의 국내

외 연구진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스마트재료를 이용한 구조 진동제어

-�MR�유체/앨라스토머와 같은 스마트재료의 응용

-�지능화된 사회기반시설물의 개발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시설물

-�지진공학,� 풍공학

■ 연구성과

J.W.� Park,� S.H.� Sim,� B.F.� Spencer,� Jr.,� H.J.� Jung.

Wireless� smart� sensor� network� for� displacement� estimation�

using� acceleration

Submitted� to� Sensors� 2013

S.H.� Eem,� H.J.� Jung,� J.H.� Koo

Feasibility� study� of� MR� elastomer-based� smart� base� isolation�

system� –� semiactive� control

Smart� Materials� and� Structures� 2013

H.� Jo,� J.W.� Park,� B.F.� Spencer,� Jr.,� H.J.� Jung

Development� of� high-sensitivity� wireless� strain� sensor� for�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mart� Structures� and� Systems� 2013

H.M.� Jeon,� H.� Myung,� J.W.� Park,� H.J.� Jung

Experimental� validation� of� ViSP� (visually� servoed� paired�

structured� light�system)�for�structural�displacement�monitoring

Submitted� to� IEEE/ASME� Transactions� on� Mechatronics� 2012

J.W.� Park,� S.H.� Sim,� H.J.� Jung

Multimetric�data� fusion� approach� for�displacement� estimation

Submitted� to� IEEE/ASME� Transactions� on� Mechatronic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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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반시스템

지도교수    조계춘

전공분류    지반시스템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7220

홈페이지    geosystems.kaist.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전통적인 지반공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이론과

기법을 접목하여 지반공학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함으로 세계 최고 수준

의 연구실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특히,�세계적인 연구실로

도약하기 위하여 신공간 창출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초점을 맞춰 자연과

문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 세계적 수준의 탄성파 및 전자기파 탐사 기법을 적용하여,�미세한

흙 입자에서부터 대규모 지하공간의 거동 특성을 파악함은 물론,�터널,�

저류조 등의 다양한 지하공간의 설계와 시공기법에 관한 연구,�도심지

내 대규모 시공을 위한 민원저감형 대체공법 개발,�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퇴적토의 거동 특성과,�해저지층 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기법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신개념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기법 개발

-�동해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퇴적토의 지반공학적 거동 및 안정성

연구

-� TEPS� 장비를 이용한 터널전방예측 시스템 개발

-�워터젯을 활용한 실대형 터널굴착 시스템 개발

-�지반함수특성에 따른 강우침투모델 및 지하수 유동 해석

-�바이오폴리머를 이용한 흙의 안정화에 대한 연구

■ 연구성과

Kwon,� T.H.,� Lee,� K.,� Cho,� G.C.,� and� Lee,� J.Y.�

Geotechnical� properties� of� deep� oceanic� sediments� recovered�

from�the�hydrate�occurrence�regions�in�the�Ulleung�Basin,�East�

Sea,� Offshore� Korea

Marine�and�Petroleum�Geology,�2011,�Vol.�28,�pp.�1870-1883.

Song,� K.I.� and� Cho,� G.C.�

Numerical�study�on�the�evaluation�of�tunnel�shotcrete�using�the�

Impact-Echo� method� coupled� with� Fourier� transform� and�

short-time� Fourier� transform

International� Journal�of� Rock�Mechanics� and�Mining� Sciences,�

2011,� Vol.� 47,� No.� 8,� pp.� 1274-1288.

Chang,� I.H.� and� Cho,� G.C.

Strengthening� of� Korean� residual� soil� with� β-1,3/1,6-Glucan�

biopolymer

Construction�and�Building�Materials,�2012,�Vol.�30,�No.�5,�pp.�

30-35.�

Ryu,� H.H.,� Cho,� G.C.,� Sim,� Y.J.,� and� Lee,� I.M.�

Detection�of�anomalies� in�particulate�materials�using�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 Enhanced� algorithm

Modern�Physics�Letters�B,�2008,�Vol.�22,�No.�11,�pp.�1093-1098.�

Oh,� T.M.,� and� Cho,� G.C.�

Characterization� of� effective� parameters� for� abrasive�

waterjet-aided� rock� cutting

Rock�Mechanics� and�Rock� Engineering,� 2014,� Vol.� 47,�No.� 2,�

pp.� 745-756.�

Kim,� J.S.,� Kwon,� S.K.,� Sanchez,� M.,� and� Cho,� G.C.

Geological� storage� of� high� level� nuclear� waste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2011,� Vol.� 15,� No.� 3,� pp.�

721-737.�

Jo,� S.A.,� Lee,� C.,� Lim,� Y.,� Jin,� K.N.,� and� Cho,� G.C.�

Geotechnical�characteristics�of�an�aerated�soil-stabilizer�mixture�

as� backfill� material

ASTM�Geotechnical�Testing�Journal,�2012,�Vol.�35,�No.�4,�pp.�

586-595.�

Kim,� H.S.,� Cho,� G.C.,� Lee,� J.Y.,� and� Kim,� S.J.�

Geotechnical� and� geophysical� properties� of� deep� marine�

fine-grained� sediments� recovered� from� second� Ulleung� basin�

gas�hydrate�expedition�sites� in�the�Ulleung�Basin,�East�Sea,�Korea

Journal�of�Marine�and�Petroleum�Geology,�2013,�Vol.�47,�pp.�

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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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환경바이오기술

지도교수    한종인

전공분류    환경바이오기술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629

홈페이지    ebtel.kaist.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기

술 및 에너지 개발을 주된 연구 주제로 다루고 있다.�석유 및 석탄 등

화석 연료 자원 고갈에 따라 대두되는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 및 미세조류를 통한 바이오연료

생산과 폐자원을 재활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 이와 더불어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 및 산업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황화수소 등 대기

유해 물질을 효율적으로 포집,�저감하고 유용한 물질로 전환함으로써

환경적 가치 뿐 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미생물 연료전지(MFC)를 이용하여 폐수로부터 전기생산

-�셀룰로오스를 분해하여 바이오에탄올 생산

-�고성능 촉매를 사용한 전기분해기술을 이용하여 폐수로부터 수소 생산

-� Qourum-sensing�교란을 통한 식물질병 발생 억제

-�생물적 환경 정화

■ 연구성과

Kim,�D.,�Oh,�Y.-K.,�Park,�J.-Y.,�Kim,�B.-H.,�Choi,�S.-A.,�and�Han,�

J.-I.

An� integrated� process� for� microalgae� harvesting� and� cell�

disruption� by� the� use� of� ferric� ions

Bioresource� Technology� 2015

Lee,� I.� and� Han,� J-I.

Simultaneous�treatment�(cell�disruption�and� lipid�extraction)�of�

wet� microalgae� using� hydrodynamic� cavitation� for� enhancing�

the� lipid� yield

Bioresource� Technology� 2015

Kim,� K.,� and� Han,� J.-I.

Carbon�supported�bimetallic�Pd-Co�catalysts� for�alkaline�sulfide�

oxidation� in� direct� alkaline� sulfide� fuel� cell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2015

■ 프로젝트

[Heterotrophic� 미세조류의 고농도 배양기술 개발]

(재)탄소순환형차세대바이오매스생산전환기술연구단,� 2010.10.22-�

2020.08.31

[300톤급 PBR-Open�pond�하이브리드형 배양 시스템을 이용한 미세

조류 바이오매스 양산 및 디젤 연료화 통합시스템 실증]�지식경제부,�

2012.10.01-2017.08.31

[신개념 반응조 이용 자원순환형 통합 수처리 시스템 개발]�한국연구재

단,� 2012.05.01-2015.04.30

[바이오전기화학을 이용한 바이오알콜 및 바이오화학소재의 생산기술

개발]� 한국연구재단,� 2010.05.01-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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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응용역학

지도교수    홍정욱

전공분류    응용역학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042-350-3616

홈페이지    aaml.kaist.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유한요소법,�무한 요소법,�소성재료 등과 관련된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멀티스케일 시뮬레이션

-�멀티피직스

-�전산역학

-�유한요소법

-�무요소법

-�소성재료

-�극한하중에서의 구조물 해석

-�생체역학

-�구조물 안전진단

■ 연구성과

F.� Ahmad,� J.W.� Hong,� H.S.� Choi,� S.J.� Park,� and� M.K.� Park

The�Effects�of�Stacking�Sequence�on�the�Penetration-Resistant�

Behaviors� of� Composite� Plates� under� Low-Velocity� Impact�

Loading� �

Carbon� Letters� 2015

W.� Liu� and� J.W.� Hong

Modeling�of�Three-dimensional�Lamb�Wave�Propagation�Excited�

by� Laser� Pulses� �

Ultrasonics� 2015� vol.55� pp.113-122

김정호,�유철상,�박무종,�주진걸

국내 산악지역의 유출곡선지수 산정 문제점 평가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14.10� Vol.� 14,� No.� 5,� pp.� 293-298

H.� Lee,� H.U.� Lim,� J.W.� Hong,� and� H.� Sohn� �

Mechanical� Impedance� Measurement� and� Damage� Detection�

using� Noncontact� Laser� Ultrasound

Optics� Letters� 2015� vol.39� pp.313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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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구조동역학 및 진동제어

지도교수 이인원

전공분류� 구조동역학 및 진동제어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전    화� � � � � 042-350-3618

홈페이지� � � � � sdvc.kaist.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교량,�건물 및 원자력 발전소등과 같은 각종 대형

토목구조물의 동적해석 및 내진해석과 이의 진동제어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동적해석에 대한 연구로는 모드 중첩법을

이용하여 동적해석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인 고유치 해석을 효율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고,�고유치의 민감도 해석 및

최적화 기법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 � 진동제어에 대한 연구로는 대형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지진 발생 시에도 작동의 신뢰성이 우수한 수동제어 및 반능

동제어 기술에 관하여 국내의 중진조건과 건설환경에 적합한 최적제어

시스템 설계 및 향상된 첨단 수동제어 및 반능동제어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또한 복합재료 구조물의 설계와 교량의 진단,�보수,�유지 및 관리

시스템을 연구 중이다.

■ 연구분야

-� 대형구조물의 동적해석기법 개발

-�교량의 내진해석기법 개발

-�교량의 진동제어기법 개발

-�구조물의 손상도 예측기법 개발

-�교량의 진단,� 보수,�유지 및 관리기법의 개발

�

■ 연구성과

박규식,� Spencer,� B.� F.,� Jr.,� 김춘호,� 이인원

사장교에서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한 µ-제어기의 강인성 해석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06.9� Vol.� 26,� No.� 5A,� pp.� 849-859

정형조,�최강민,�조상원,�이인원

MR�댐퍼를 이용한 구조물 제진 기술 동향

한국면진제진협회 2006.3� Vol.� 1,� No.� 2,� � pp.� 72-77

박규식,�정형조,�윤우현,�이인원

On-Off� 형태 LQG�알고리즘을 이용한 복합제어 시스템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2005.9� Vol.� 17,�No.� 3,� � pp.� 227-243

Sang-Won� Cho,� Hyung-Jo� Jung� &� In-Won� Lee

Efficient� Mode� Superposition� Methods� for� Non-classically�

Damped� System

Steel� Structures� 2005.8� Vol.� 5,� pp.� 101-107

조상원,�조지성,�김춘호,�이인원

MR댐퍼 기반의 스마트 수동제어 시스템유기물질의 제거특성 평가

한국지진공학회논문집 2005.2� Vol.� 9,� No.� 1,� pp.� 51-59

김병완,�경조현,�홍사영,�조석규,�이인원

고유모드 계산을 위한 초기 반복벡터의 효율성 연구

한국소음진동공학회논문집 2005.1� Vol.� 15,� No.� 1,� pp.� 112-117

이성진,�박규식,�이종헌,�이인원

지진 하중을 받는 사장교를 위한 수동제어 장치의 설계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04.9� Vol.� 24,� No.� 5,� pp.� 89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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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건축공학, 건설환경공학, 도시공학)

▶ 건축디자인 컴퓨팅 

▶ 공간사회 

▶ CM/CIC 

▶ 클라이언트브리핑&프로그램관리

▶ 건축음향 

▶ 건축설비환경공학 

▶ 내진/진동 

▶ 에너지 및 환경유체역학 

▶ 대기환경 

▶ 환경소재 

▶ 전산고체 구조역학 

▶ 지반시스템 

▶ 환경시스템 

▶ 환경공학 

▶ 건설기술 

▶ 첨단융합구조 

▶ 수리학 및 해안공학 

▶ 강구조 및 교량구조 

▶ 환경계획 및 GIS 

▶ 지역개발 

▶ 도시 및 부동산경제 

▶ 도시설계 

▶ 도시설계 및 공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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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디자인 컴퓨팅

지도교수 전한종

전공분류� 건축학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한양대학교 과학기술관 413호

전    화� 02-2220-1796

홈페이지 adcc.hanyang.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컴퓨터 기술의 활용,�가능성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세부 분야로서 건축 디자인 컴퓨

팅 이론,�BIM�설계 및 프로세스,�친환경 통합설계,�BIM�+�한옥설계,�

파라메트릭 설계 등이며 각각의 연구팀들이 구성되어 연구과제를 수행

하고 있다.

�

■ 연구분야

-� 도로시설의 계획/설계/운영/평가에 관한 연구

-�교통시설의 계획/설계/운영/평가에 관한 연구

-� ITS시설의 계획/설계/운영/평가에 관한 연구

-� TSM/TDM의 계획/설계/운영/평가에 관한 연구

-�교통류 해석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김진환 외 3명

중.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업무환경의 지식정보 활용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디자인융복합학회 논문집,� 2014� vol.13� no.5� pp.235-251

이상헌 외 3명

지식정보기반 건축설계 통합 지원 시스템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초연구

디자인융복합학회 논문집 2014

권수환,�전한종

파라메트릭 디자인 기반 한옥 부재의 지식 표현과 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14� � vol.30� no.7� pp.101-110

지승열,�전한종

Elementary� Implementation� of� a� Parameter-Based� Generative�

Design� System� Considering� the� User� Environment

Journal� of� Asian� Architecture� and� Building� Engineering� 2014�

vol.13� no.2� pp.333-340

■ 프로젝트

[클라우드 환경의 3차원 웹기반 건축 설계 지원 시스템(AD-CLOUD3D)�

개발]� 2013.11.01-2016.10.31

[차세대 설계기술 구현을 위한 지식정보체계 구축]�2013.11-2016.10

[중ㆍ소규모 건축사무소를 위한 BIM�기반 미래설계환경 템플릿 개발]�

미래건축설계환경연구소,� 2014.7.11-20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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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공간사회

지도교수 서 현

전공분류� 건축학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한양대학교 과학기술관 703-2호 133-791

전    화� 02-2220-0301�

홈페이지 saltworkshop.net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공간과 사회의 연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이

어떻게 사회에 가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한다.�역사의 발전

이 생산력의 증가와 강력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것처럼 건축의 생산은

기술적 변화의 종속변수일 수밖에 없다.�전통적인 건물의 설계 외에

가동형구조물,�비거주구조물,�초경량구조물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

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건의 등록된 특허,�1건의 출원된 특허를 갖고

있다.�

■ 연구분야

-� 이문1구역 주거정비촉지구역 마스터플랜,� 2013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 2013

-�비거주구조물 발전계획,� 2013

-�개인운반이 가능한 주거디자인에 관한 연구,� 201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상징조형물 건립연구,� 2009,�협력: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삼양식품 대관령목장 마스터플랜,� 2009,� 협력:에이그룹인터내셔널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구조물 미관기준연구,�2007,�협력: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핵심문화지구 조성방안 연구,� 2007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본구상,� 2005,� 한국예술종합학교

도시건축연구소

■ 연구성과

서 현

구조성능이 개선된 비닐하우스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13� vol.22� no.3� pp.149-156

오우근,�서현

도시형한옥 주거지의 블록구획과 주거평면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익선동

166번지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건축역사학회,� 2013� vol.22� no.3� pp.7-14

김재헌,서현

아파트 드레스룸의 적정 수납장 크기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1� vol.20� no.5� pp.152-159

■ 프로젝트

[경주 황성동 사우나]� 2015년 4월 착공예정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집]�경기도 파주시 문발리 2014.� 9

[마포석유비축기지 재생 공원화 현상설계]�현상설계응모작 2014.� 08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마스터플랜]� 삼정종합건축 2013.� 12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 건원건축 2013.� 06

[숲속꽃이랑나무랑]� SALT� 2013.� 9

[한양대학교 자연대 캐노피]� SALT� 2013.� 5

[Wormhole� /� 대구고산도서관]� SALT� 2012

[아파트 비너스 :� 동아일보 기획보도]� SALT� 2012

[광주공원 시민회관 재조성사업]� SALT,� 정욱주교수,� 현상설계응모작�

2011

[T사 사옥]� 시몽건축,현상설계응모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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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CM/CIC�

지도교수 김재준

전공분류� 건축공학/건설관리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한양대학교 과학기술관 703-2호 133-791

전    화� 02-2220-0307� �

홈페이지 cmcic.hanyang.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1993년 김재준 교수님의 한양대학교 부임과 함께 설립

되어 지금까지 건축공학 박사 34명,�석사 180명,�공학대학원 석사 237

명의 인력을 배출하였다.�본 CM/CIC�연구실을 졸업한 인재들은 국내·

외 유수의 대학교와 연구소,�경영인(CEO),�대형건설회사,�CM회사에서

각자의 출중한 역량을 가지고 국내 건설산업을 이끌어나가고 있다.�이처

럼 CMCIC�연구실은 대한민국의 건설산업과 CM분야에서 그 역사를

함께하고 있으며,�과거로부터 축적된 방대한 연구 성과와 배출인력으로

이루어진 인적 네트워크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연구실로 거듭나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다.�

� � 지도교수인 김재준 교수님과 대학원생,�졸업생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현재도 매년 정기적으로 모이는 시간을 만들고 있으며,�특정

분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항상 도전하고 탐구하는 정신으로 국내

최고의 CM/CIC�연구실의 이름을 이어가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연구분야

-�친환경건축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습득 후,�실제로 총체적인 계획

을 실시하며,�친환경 건축물 설계 지원프로그램의 이해와 응용에 대한

연구를 한다.

-�BIM�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건축 실무에서 원활한 협업 환경 구축과

현장의 효율적인 시공을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침체되는 국내 건설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외건

설 현장 진출을 위한 인력의 양성과 활용방안을 연구한다.

- 기존 건설 방식의 구시대적이고

■ 연구성과

정영호,�이주성,�함남혁,�김주형,�김재준

DSM을 활용한 BIM�기반 설계업무프로세스 정립 및 개선을 위한 연구

-�기본설계단계를 중심으로 -

한국CAD/CAM학회 2014� Vol.� 19,� No.� 4,� pp.� 368-389.

박기백,�함남혁,�김경환,�김재준

BIM�기반 초기설계단계 협업 프로세스 향상을 위한 exCPM�적용 방안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4�제30권 11호

정재호,�이석원,�안병주,�지남용,�김재준

IPA를 이용한 건설 현장별 노동생산성 저해요인 비교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 2014�제15권 제6호

권경수,�유승규,�김주형,�김재준

건설기업의 부채 활용이 수익성에 미치는 한계 효과 분석

–�패널문턱모형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 2014�제30권 제10호

■ 프로젝트

[건축물 대상 3D�프린팅 장비 및 설계기술 개발 기획]� 국토교통부,�

2014.10.15.-2015.06.15

[해외건설 전문가 양성과정]�국토교통부,�2014.03.01.-2014.12.31.

[건설인력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해외 설계기술 고급인력 양성]�국토

교통부,� 2013.12.26.-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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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클라이언트브리핑&프로그램관리

지도교수 김주형

전공분류� 클라이언트 브리핑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한양대학교

전    화� 02-2220-0304�

홈페이지 http://cbpm.hanyang.ac.kr/index2.asp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클라이언트 브리핑 및 사업관리에 건설프로젝트의 시작

점이자 최종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게 되는 클라이언트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주요 연구 분야는 클라이언트의 초기 의사결정을 지원하

는 클라이언트 브리핑 및 사업관리이다.

� � 주요 연구로는 건축주 유형 분석,�건축주 의사결정과정 분석,�BIM기

반 건축주 의사결정 지원 방법 개발,�건축주 지원 정보시스템개발,�도심

복합용도 공간 재생사업 통합운영시스템개발 등이 있다.

■ 연구분야

-� 클라이언트 브리핑 (Client� Briefing)

-� 사업관리 (Program�Management)

-� 건설경제 (Construction� Economics)

-� 지식경영과 정보시스템:� i-PgMIS� (intelligent-Program�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건설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in� � �

Construction):� BEMS,� LBS

-�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연구성과

최수호,�최현철,�최혜미,�김주형

건설프로젝트에서 전략적 하도급 방안에 관한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지 2014.12� vol.14� no.6� pp.551-559

김대성,�최혜미,�김주형

현장실무자 관점에서의 시공성 검토 지원을 위한 BIM�업무프로세스

제안 축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지 2014.12� vol.14� no.6� pp.561-569

남군,� 최재웅,� 최혜미,� 김주형

유전 알고리즘 -�서포트 벡터 회귀를 활용한 공동주택 공사비 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14.7� vol.15� no.4� pp.68-76

김승범,�변정윤,�김주형,�김재준

IPA를 활용한 전기공사 건설사업관리 역량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14.05� vol.5� no.3� pp.103-112

■ 프로젝트

[메가프로젝트 건설관리 시스템 개발]�국토해양부,�2007.12-�2014.06�

[해외건설인력 수요예측 및 공급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12.07-�

2013.01�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국토해양부,� � 2006.12-2011.10�

[빗물 및 중수도의 국방 군사시설 적용에 관한 연구용역]�국방시설본부,� �

2010.02-2010.1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환경부,�

2010.05-2010.07�

[건축주를 위한 정보시스템]�한국학술진흥재단 신진교수연구과제 지원

사업,� 2009.04-2010.02�

[미래형 실시간 SICS(Spatial� Information�Control�System�공간 정보

관리 시스템)�개발]�한국건설

교통기술평가원,� 2006.12-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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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음향

지도교수 전진용

전공분류� 건축음향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한양대학교

전    화� 02-2220-1795�

홈페이지 acoustics.hanyang.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1998년 설립되었으며 건축물 내·외부 음환경을 대상으

로 건축물 소음 및 진동,�환경소음,�실내음향에 대한 연구와 음향설계

(콘서트 홀,�오페라 하우스,�다목적 홀)를 진행해 왔으며,�최근에는 심리

음향학을 기반으로 음질 (Sound�Quality)과 음풍경 (Soundscape),�

공존현실을 위한 입체음향 (Acoustic�System�for�Coexistent�reality)

분야에 연구 범위가 확대되었다.

� � 영국의 Bath�대학과 Sheffield�대학,�독일의 Aachen�공대,�일본의

동경대학과 고베대학,�호주의 Sydney�대학,�미국의 RPI�대학,�스톡홀름

대학의 음향 연구실들과 공동연구가 있으며,�연구내용은 국내의 학회

및 저널에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또한 국제적으로 ISO�제정 활동을

통해 연구결과를 표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 � 한국연구재단,�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

환경진흥원,�국립환경과학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SH공사 등 국공립

기관과 삼성전자,�LG전자,�LG화학,�LS전선,�KCC,�포스코건설,�대우건

설,�대림산업,�한진중공업,�월드건설 등과 다양한 산학협력 연구를 진행

해 왔다.

■ 연구분야

-� 실내음향 (Room� Acoustics)

-� 공연장 음향 설계 (Architectural� Acoustics� Design)

-� 공존현실을 위한 입체음향 (Acoustic� System� for� Coexistent�

Reality)

-� 건축물 소음 진동 (Building� Noise� and� Vibration)

-�외부 환경소음 평가 및 제어 (Environmental�Noise�Evaluation�and�

Control)

-�심리음향 및 음질 적용 기술 (Psychoacoustics�and�Sound�Quality�

Based� on� Technology)

■ 연구성과

H.� S.� Jang,� H.� J.� Kim,� J,� Y,� Jeon

Scale-model�method�for�measuring�noise�reduction�in�residential

buildings� by� vegetation

Building� and� Environment� 2015� Vol.� 86� pp.81-88�

J.� Y.� Jeon,� H.� S.� Jang,� Y.� H.� Kim,�M.� Vorlander

Influence� of� wall� scattering� on� the� early� fine� structures� of

measured� room� impulse� responses�

Journal�of�the�Acoustical�Society�of�America�2015�Vol.�137�No.3�

pp.1108-1116

J.� Y.� Jeon,� J.� H.� Kim,� J.� K.� Ryu

The�effects�of�stage�absorption�on�reverberation�times�in�opera

house� seating� areas

Journal�of� the�Acoustical�Society�of�America�2015�Vol.137�No.3�

pp.1099-1107

J.� Y.� Jeon,� I.� H.� Hwang,� Y.� H.� Kim

Evaluation�of� Speech�Privacy� in�Passenger�Cars�of�High-Speed�

Trains� Based� on� Room� Acoustic� Parameters

Acta� Acustica� United� with� Acustica� 2014� Vol.100,� No.4,�

pp.649-658

J.� Y.� Jeon,� I.� H.� Hwang,� Y.� H.� Kim

Investigation�of�the�acoustical�characteristics�of�organ�pipes� in�

a� performing� space

Building� and� Environment� 2014� Vol.� 77,� pp.50-60

■ 프로젝트

[생체모사 기술을 활용한 공간확산지표 개발]� 교육부,� 2013.11.01-�

2016.10.31

[원격 사용자 간 동적 상호작용을 위한 입체음향 실시간 모델링 및 렌더

링 기술 개발]�미래창조과학부,� 2014.03.01-2015.08.31

[Speech� Intelligibility�및 Speech�Privacy�평가를 통한 고속열차 객실

음환경 설계기술 개발]�국토교통부,� 2012.03.29-20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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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축설비환경공학

지도교수 정재원

전공분류� 건축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과학기술관 604-1호

전    화� 02-2220-2370�

홈페이지 bmes.hanyang.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우리 인류가 일생의 95%이상을 살아가는 건물의 쾌적

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축설비

및 환경관련 기술 전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술 뿐 아니라,�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필요한

건축설비 및 환경공학관련 기술을 예측하고 그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연구분야

-� 외기전담 공조시스템

-�복사냉난방 시스템

-�에너지 절약적 건축설비 시스템

-�건축설비 및 핵심기기의 수학적 모델링,�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쾌적한 실내 공기환경 유지를 위한 환기설비 제어 기술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의 건물 적용 기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설비 기술

-�면역건물 시스템

-�건축설비분야의 미래 기술

■ 연구성과

이은지,�정재원

제습증발냉각시스템의 PV/T�적용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효과 분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30-No.8,� PP.201~208,� 2014

박준영,�이은지,�정재원

액체식 제습시스템의 냉각수 공급온도에 따른 제습효율 변화 및

Water-Side�프리쿨링 적용성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30-No.7,� PP.195~202,� 2014

함상우,�김민휘,�정재원

모듈러 데이터 센터에 적용된 다양한 외기냉방 시스템의 급기 조건 및

지역별 에너지 절감효과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30-No.6,� PP.263~270,� 2014

박준영,�조홍재,�김민휘,�정재원

충진탑(Packed�Tower)이 적용된 액체식 제습시스템의 제습효율 예측

모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29-No.10,� PP.259~266,� 2013

■ 프로젝트

[제습 증발냉각 기술기반 고효율 전외기공조시스템 개발]�도약연구-한

국연구재단,� 2012.5-2015.4

[스마트 건축물 융합연구단 -�제2세부:�Wireless�Sensor�Network�기반

스마트 벤틸레이션 제어시스템 개발]�지식경제부,� 2010.7-2014.6

[IT� 기반 FREE� FORM� 건축 기초연구실]� BRL사업-한국연구재단,�

2010.9-2012.8

[Decoupled�System�개념에 기반한 차세대 친환경 공조시스템 개발]�

핵심연구-한국연구재단,� 2009.5-2012.4

[초고층 공동주택을 위한 에너지자립형 중앙집중식 환기시스템 개발]�

일반연구-한국연구재단,� 2008.7-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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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내진/진동

지도교수 한상환

전공분류� 건축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전    화� 02-2220-1715�

홈페이지 earthquake.hanyang.ac.kr/�

■ 연구실소개

� � 내진진동연구실은 1997년부터 개실하여,�현재까지 활발한 연구 활

동을 하 고 있다.�우리 연구실에서는 구조물의 진동에 관한 연구,�지진에

대한 구조물의 해석 및 성능평가,�내진설계방법개발에 관한 연구를 활발

하게 진 행하고 있다.�특히 초고층 비정형 건물의 지진에 대한 간략한

비선형 해석방법과 성능평가분야에서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또

한 구조물 및 인체 진동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진동대 실험 및

구조물의 성능 평가를 위한 대형실험능력도 보유하고 있다.�

� � 연구실에서는 미국의 U.C.� Berkeley와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많은 실적을 만

들어 나가고 있으며 구조공학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특히 모

멘트 접합부의 구조실험 및 성능평가와 간략해석법에 관한 많은 특성화

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내진설계 및 해석방법

-�대형구조실험 통한 내진성능평가

-�진동제어장치 개발

-�접합부 실험 및 내진성능평가

-�붕괴해석

■ 연구성과

SW�Han,�KH�Moon,�AK�Chopra�“Application�of�MPA�to�estimate�

probability� of� collapse� of� structures”,� Earthquake� Engineering�

and� Structural� Dynamics,� Vol� 39,� p.1259-1278,� 2010.�

� SW�Han,�YM�Park,� JO�Cho�“Effective�beam�width�for� flat�plate�

frames� having� edge� beams”,�Magazine� of� Concrete� Research,�

Vol� 62,� p811~819,� 2010.

� KH�Moon,�SW�Han,�TS�Lee� ,� “Approximate�MPA-based�method�

for� Performing� Incremental� Dynamic� Analysis”,� Nonlinear�

Dy\-namics� Vol� 67,� 2865–2888,� 2012.

� YM� Park,� SW� Han,� YH� Rew,� “Stiffness� reduction� factor� for�

post-tensioned�flat�plate�slabs”,�Magazine�of�Concrete�Research�

Vol\-ume� 64� Issue� 1,� 2012.

■ 프로젝트

[지진위험도 해석을 기초한 정형 및 비정형 구조물의 내진보강 방법개

발]�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2013-현재

[고성능 콘크리트를 이용한 제진 댐퍼형 고효율 저비용 연결보 개발]�

중소기업청 한국산학연협회,� 2013-현재

[HSB800을 적용한 웨브 용접 접합 비보강플랜지 접합부의 내진성능평

가]�리스트강구조연구소,� 2011.12.01-2012.07.31�

[통합 내진성능평가방법과 댐퍼 이용한 이정형 건물 내진성능 개선 방법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2014-1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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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에너지 및 환경유체역학

지도교수 강석구

전공분류� 에너지 및 환경유체역학

주    소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재성토목관 509호

전    화� 02-2220-0305

홈페이지 efm.hanyang.ac.kr

■ 연구실소개

� � 하천,�해양,�대기에서 발생하는 흐름현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으로 복잡하여 3차원 Navier-Stokes식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직접 풀지

않고서는 유속과 압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 � 최근 들어서 고성능 슈퍼컴퓨터의 발달로 3차원 Navier-Stokes�방정

식을 직접 해석하여 하천,�바다,�대기에서 발생하는 흐름현상을 정밀

예측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본 연구실에서는 그

동안 수리학,�해양·해안공학,�에너지 분야에 만연한 단순화된 1차원적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대규모 자연현상을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한 3차

원 컴퓨터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하천수리학

-� 3차원 컴퓨터 모델링을 이용한 유체유동 해석

-�난류 실험

-�수공구조물을 이용한 하천 복원

-� 3차원 컴퓨터 모델링에 기반한 풍력/수력/파력 발전시설 설계 및

최적화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병렬연산

�

■ 연구성과

Kang,� S.�

An� improved�near-wall�modeling�for� large-eddy�simulation�using�

immersed� boundary� methods

International� Journal� for� Numerical� Methods� in� Fluids� 2015

Cho,�K.�H.,�Kim,� J.�H.,�Kang,�S.,�Park,�H.,�Kim,�S.,�Kim,�Y.�M.

Achieving� enhanced� nitrification� in� communities� of� nitrifying�

bacteria� in� full-scale� wastewater� treatment� plants� via� optimal�

temperature� and� pH

Separation� and� Purification� Technology� 2014� vol.132�

pp.697-703

Calderer,� A.,� Kang,� S.,� and� Sotiropoulos,� F.

Level�set� immersed�boundary�method�for�coupled�simulation�of�

air/water� interaction� with� complex� floating� structures

Journal� of� Computational� Physics� 2014� vol.277� pp.201-227

■ 프로젝트

[도서(섬)�지역 전력 공급을 위한 분산발전용 50kW급 파력발전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산업자원통상부 (에너지기술평가원),�2014.6-2017.5

[슈퍼컴퓨터 기반의 3차원 수치모형을 이용한 자연형 만곡하천 내 수충

부 보호를 위한 수제 설계기술 개발]�산업자원통상부 (에너지기술평가

원),� 2014.7-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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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대기환경

지도교수 김기현

전공분류� 해양-대기환경학

주    소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대기환경 &�대기오염관리 연구실

전    화� 02-2220-2325

홈페이지 http://environment.cafe24.com/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대기 중 여러 가지 유해물질의 순환사이클 및 분포특성에

대한 해석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환경분석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있다.�또한 미세분진과 결합한 여러 가지 중금속 성분,�

악취를 유발하는 냄새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인체에 치명적인 손

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메틸수은 등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방식을 도출하기 위하여,�이들 주요 유해물질들을 총괄적으로

열탈착기술에 적용하여 초미세 영역에서 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분석기

법을 개발하고 있다.

� �특히국경을넘어이동하는대기오염현상(transboundary�air�pollution)

과 실내 및 대기배출시설 등에서 배출하는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문제의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냄새물질과 사람의 인지관능’에 대한 대기환경 분야의 연구주

제를 제안하여,� 2006년 11월 교육부가 주관한 10대 ‘국가석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주요 방송국의 생활다큐프로그램인 ‘불만제로’,� ‘소비자

리포트’�등의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생활환경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대기환경 중 미세분진 및 중금속의 지구환경 순환사이클 연구

-�악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열탈착 분석 기술개발

■ 연구성과

Kumar� P.,� Deep� A.,� Kim� K.-H.,� Brown� R.J.C.

Coordination� polymer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monitoring� volatile� organic� compounds

Progress� in� Polymer� Science� 2015

Kumar� P.,� Kim� K.-H.,� Deep� A.

Recent�advancements� in�sensing�techniques�based�on�functional�

materials� for� organophosphate� pesticides

Biosensors� &� Bioelectronics.� In� Press.� 2015

Shakerian� F.,� Kim� K.-H.,� Szulejko� J.E.,� Park� J.-W.�

A�comparative�review�between�amines�and�ammonia�as�sorptive�

media� for� post-combustion� CO2� capture

Applied� Energy� 2015

Ahmed� E.,� Kim� K.-H.,� Jeon� E.-C.,� Brown� R.� J.� C.

Long-term�trends�of�methane,�non-methane�hydrocarbons,�and�

carbon�monoxide� in� urban� atmosphere

Science�of�the�Total�Environment�2015�pp.518-519,�pp.59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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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환경소재

지도교수 김종오

전공분류� 환경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재성토목관 612호

전    화� 02-2220-0325

홈페이지 http://enmlab.hanyang.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탄소나노튜브,�그래핀,�TiO2,�금속산화물 등 반응성 복합

나노물질의 합성과 이를 활용한 수처리 및 에너지 회수 공정 개발,�폐자

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환경소재 개발,�기능성 무기 여과 필터의 개발

등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소재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중점적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 연구분야

-�TiO₂,�Fullerene,�Graphene,�TNTs�등을 이용한 환경정화용 복합나노

소재 개발

-�TNTs(TiO₂�Nanotubes),� INTs(Iron-oxide�Nanotubes)�제조 및 유가

자원의 회수

-�MIO�(Magnetic� Iron�Oxide)를 이용한 혐기성 탈리액의 Phosphate�

흡착 및 회수

-�RO�농축수의 생분해도 향상 및 난분해성 물질 저감을 위한 처리 공정

개발

■ 연구성과

Jong-Oh� Kim,� Seung-Mok� Lee,� Choong� Jeon

Adsorption� characteristics� of� sericite� for� cesium� ions� from� an�

aqueous� solutio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and� design� 2014� vol.92�

pp.368-374

Jong-Oh� Kim,� Yong-Woo� Lee� and� Jinwook� Chung

The�Role�of�Organic�Acids� in�the�Mobilization�of�Heavy�Metals�

from� Soil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2013� vol.17� no.7� pp.1596-�

1602

Suhan� Kim,� Jae-Lim� Lim,� Jong-Yul� Park,� Jong-Oh� Kim

Effect� of� flux� fluctuation� on� the� fouling� in� membrane� water�

treatment� system� for� smart� water� grid

Desalination� and�Water� Treatment� 2013� pp.1-7

■ 프로젝트

[주거용 건물 지열 히트 펌프시스템의 최적화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재단,� 2008-2009

[성당보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소음영향평가용역]�(주)동우이앤

씨(E&C)건축사사무소,� 200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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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전산고체 구조역학

지도교수 박대효

전공분류� 토목환경공학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재성토목관 205,� 403호

전    화� 02-2220-0321

홈페이지 csmlab.hanyang.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고체구조물과 복합재료의 역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특히 섬유보강 콘크리트 (Fiber�Reinforced�Concrete),�다공질

매체(Porous�Media),�복합재료(Composite�Material)등의 거동과 변

형 매카니즘을 손상역학(Damage� Mechanics),� 비파괴 해석기법

(Nondestructive� Analysis)과 유한요소 기법(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하여 해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현재 연구실에는

Post�Doctor�연구원 1명,�박사과정 10명,�석사과정 7명이 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 � CSM�연구실에서 토목공학에서 중요시되는 실용학문과 등한시 되어

온 이론적 연구,�수치적 연구를 동시에 만족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토목공학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지금도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

불을 밝히고 있다.�

■ 연구분야

-� 이중 콘크리트 구조

-�다공질매체의 대변형

-�손상 콘크리트 구조물의 복원거동

■ 연구성과

Hu,� J.,� Leon,� R.� and� Park,� T.

Mechanical�Models�for�the�Analysis�of�Bolted�T-stub�Connections�

under� Cyclic� Loads

Journal� of� Constructional� Steel� Research,� 2012,� Vol.� 78,�

pp.45~57

Cho,� J.,� Idesman,� A.V.,� Levitas,� V.� I.� and� Park,� T.

Finite�Element�Simulations�of�Dynamics�of�Multivariant�Martensitic�

Phase� Transitions� based� on� Ginzburg-Landau�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Solids� and� Structure,� Vol.� 49,� No.14,�

2012� ,� pp.1973-1992�

■ 프로젝트

[고성능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설계기준 개발]�지원기관 :�건설교통부

(CTRM�연구과제),� 기간 :� 2006.3~2010.12

[진동 기반외부긴장 텐던 장력추정기술 연구]�지원기관 :�건설교통부,�

기간 :� 2007.8� -� 2009.12

[콘크리트 압송시 압력손실 예측 프로그램 개발]�지원기관 :�한국전력공

사,�기간 :� 2007.8� -� 2009.5

[고속 투사체 관통 콘크리트의 충돌손상 거동해석]�지원기관 :�한국학술

진흥재단,�기간 :� 2006.12~2008.11�

[SI기법에 의한 보수·보강된 교량의 내하성능]�평가시스템 개발

지원기관 :�건설교통부,� 기간 :� 2006.1.~2008.8�

[강-콘크리트 합성바닥판의 구조적 성능평가]�지원기관 :�인터컨스텍

(주),� 기간 :� 2006.3~2008.2�

[SHP-Lagrangian�coupling�기법을 통한 콘크리트의 고속충돌수치해

석]�지원기관 :�한양대학교,�기간 :� 2006.12.~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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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반시스템

지도교수 박두희

전공분류� 토목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전    화� 02-2220-0322

홈페이지 civil.hanyang.ac.kr/gsr

■ 연구실소개

� � Geo�System�Research�Group�(GSR),� founded� in�2005,�focuses�

on�developing� innovative�and�efficient�solutions� in�the�field�of�

geotechnical� engineering� through� state-of-the-art� computati

onal� modeling,� laboratory,� and� field� testing.�

� � Our� primary� interests� are� 1)� soil� dynamics� and� earthquake�

engineering,� 2)� soil-structure� interaction,� 3)� energy,� and� 4)�

fundamental� soil� mechanics,� and� 5)� soil� characterization� via�

waves.� We� are� currently� actively� participating� in� various�

government� and� industry� funded� projec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evelopment� of� new� site� response� algorithms,�

probabilistic�seismic�hazard�analysis�and�generation�of�synthetic�

ground� motions,� seismic� design� of� geotechnical� structures,�

soil-fluid-�structure�dynamic� interaction�modeling,�simulation�of�

geothermal�heat�pump�systems�and�thermosyphons,�elastic�and�

electrical� resistivity�wave�based�soil�characterization,�micro-scale�

particle-fluid�interaction�modeling,�and�multi-scale�modeling�of�

soils.�We�are�also� involved�in�various�real�engineering�projects.

■ 연구분야

-� 지반동역학 및 지진공학

-�에너지 테크놀로지

-� Offshore� 공학

-�비파괴 조사

■ 연구성과

김명일,�박두희

최소토피고 미확보 구간에 시공한 파형강판 암거의 변형 특성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4�제15권,�제7호,� pp.23-30.

유진권,�박두희

벤더엘리먼트와 삼축시험을 통한 모래의 전단강도 및 포아송비의 특성

규명

한국지반공학회,� 2014�제30권,� 제5호,� pp.67-75.

유진권,�박두희

탄성파를 통한 시료성형방법에 따른 모래 전단거동특성 평가

한국지반환경공학회,� 2014� 제15권,�제5호,� pp.57-65.

안재광,�박두희,�신영완,�박인준

터널 굴착 발파하중 시간이력 생성

한국터널공학회,� 2014�제16권,� 제1호,� pp.51-61.

안재광,�박두희,�김동규,�김광염

운영 중인 도로 터널의 내진 성능 평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논문집,� 2013� 제15권,�제2호,� pp.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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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환경시스템

지도교수    박재우

전공분류    건설환경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전    화    02-2220-4483

홈페이지    http://esl.hanyang.ac.kr/index/index.asp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물,�대기,�토양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의 거동

현상을 규명하고 오염물질을 제어 및 정화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오염지하수 정화용 투수성 반응벽체의 반응성 회복방법 및 금속이

온과 양쪽성 이온 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유기점토를 개발하였으며,�최

근에는 토양/지하수/퇴적토의 복합오염 현상규명 및 정화기술 개발,�환

경정화를 위한 나노 소재 개발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녹색정화를 위한 정화공정의 평가관리 시스템 완성

-�자성중심 덴드리머

-�철박막을 이용한 고도산화처리

-�이산화탄소 흡수 콘크리트 연구

- 질소수지 배출량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 Ki-Hyun� Kim,� Jan� E.� Szulejko,� Jae-Woo� Park

A�comparative�review�between�amines�and�ammonia�as�sorptive�

media

Applied� Energy,� 2015,� vol.� 148,� pp.� 10-22

-� Doyoon� Kim,� Jeeeun� Min,� Ji-Young� Yoo,� Jae-Woo� Park

Eisenia� fetida� growth� inhibition� by� amended� activated� carbon�

causes� less� bioaccumulation� of� heavy� metals

Journal� of� Soils� and� Sediments,� 2014,� vol.� 14,� no.� 10,� pp.�

1766-1773

-� Kim,� L.-J,� Jang,� J.-W,� Park,� J.-W

Nano� TiO2-functionalized� magnetic-cored� dendrimer� as� a�

photocatalyst

Applied�Catalysis�B:�Environmental,�2014,�vol.�147,�pp.�973-979

- Yun,� D.-M,� Cho,� H.-H,� Jang,� J.-W,� Park,� J.-W

Nano� zero-valent� iron� impregnated� on� titanium� dioxide�

nanotube�array�film�for�both�oxidation�and�reduction�of�methyl�

orange

Water� Research,� 2013,� vol.� 47,� no.� 5,� pp.� 1858-1866

■ 프로젝트

[녹색정화기반 복합오염부지평가 및 관리 기술개발]

지원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기간:� 2012.04.01.-2017.03.31.

[고효율 중금속 흡착용 자성중심 덴드리머 나노 소재 제조]�

지원기관:�재단법인 나노융합2020사업단

연구기간:� 2012.12.01.-2015.09.30.

[환경정화용 표면분자조절형 자성 덴드리머의 개발]�

지원기관:�교육과학기술부

연구기간:� 2009.05.01.-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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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환경공학

지도교수 박주양

전공분류� 토목공학

주    소 서울 성동구 행당1동 17�한양대학교 재성토목관 602호

전    화� 02-2220-0411

홈페이지 civil.hanyang.ac.kr/environ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폐기물 문제와 관련된 현상,�

배경을 이해하고,�현재의 상·하수도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과학

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공학기술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 � 그동안 본 연구실은 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조사와 처리,�처분

및 재활용 시 환경 안정성 평가에 대한 연구,�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 � 최근 폐기물로 인한 환경문제가 급증하고,�광범위해짐에 따라 오염물

질이 토양 및 지하수 층으로 확대되어 토양,�지하수,�수질오염 등 환경오

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학적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 � 따라서 최근 본 연구실에서는 폐기물의 자원화,�오염된 토양 및 지하

수 복원을 위하여 오염물질의 이동,�확산시 폐자원을 활용한 농도 저감

기술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다.�또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상하수도 처리시설 및 관거분야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 중이며 향후

주요한 연구분야가 될 것이다.�본 연구실에서 많은 연구과제들을 수행한

졸업생들은 향후 산업체,�연구소,�대학,�정부 및 민간업체 등의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 연구분야

-� 유해 폐기물의 고형화/안정화

-�복극전해조를 이용한 오염물질의 전기화학적 처리기술

-�생물학적 혐기공정을 통한 고농도 유기폐수처리 및 메탄 회수

-� 미생물연료전지를 이용한 유기질소화합물 함유 폐수처리 및 전기

에너지 회수

■ 연구성과

Seok-Ju� Seo,� Jung-Hwan� Kim,� Ja-Won� Shin,� Joo-Yang� Park

Treatment� of� artifical� and� real� co-contaminated� soil� by� an�

enhanced� electrokinetic-Fenton� process� with� a� soil� flushing�

method,�Water

Air� &� Soil� pollution� 2014

Ja-Won� Shin,� Yong-Hyun� Song,� Byung-Min� An,� Seok-Ju� Seo,�

Joo-Yang� Park

Energy� recovery� of� ethanolamine� in� wastewater� using� an�

air-cathode� microbial� fuel� cell

International� Biodeterioration� &� Biodegradation� 2014

�

■ 프로젝트

[해수담수화 플랜트 부산물 자원화 기술 개발]� 국토해양부

2013.� 10-2018.� 06

[고염도 산업폐수와 유기폐수를 활용한 수소에너지 화수용 미생물 역전

기투석 전기분해 장치 기술 개발]� (재)한국연구재단,� 2013.12-�

2016.11

[원자력 발전소 열수송계통의 ETA�폐수처리를 위한 에너지 회수형 기술

개발]� 지식경제부,� 2012.10-2015.09

[동남아지역 팜오일 잔재물의 에너지화 및 고효율 메탄회수 폐수처리기

술 상용화를 통한 CDM�시범사업 운영]�환경부,� 2012.06-2014.05

[Trichloroethylene�(TCE)으로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 정화를 위한 전

기화학적 Permeable�Reactive�Barrier� (bipolar�electro-PRB)기술 개

발]� (주)삼성물산,� 2012.03-2013.02

[복합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수처리용 미세복극전해 기술 개발]�서울시

정개발연구원,� 2010.10-2012.09

[DNAPL상 염화탄화수소 오염 차단/분해를 위한 기능강화 DS/S�기술

개발]� (재)한국연구재단,� 2009.09-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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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건설기술

지도교수 서종원

전공분류� 토목공학

주    소 서울 성동구 행당1동 17�한양대학교 재성토목관 510호 건설기술연구실

전    화� 02-2220-1482

홈페이지 http://civil.hanyang.ac.kr/ctlab/

■ 연구실소개

� � New�technologies�are�emerging�to�automate�construction�and�

maintenance� processes.� Ever� increasing� labor� turnover,� safety�

concerns,�and�competitions�in�today's�domestic�and�international�

construction�market�made�the�appearance�of�new�technologies�

inevitable.�The�emerging�construction�technologies� include�both�

soft�and�hard�automation.�The�soft�automation�means�the�use�

of� information�technology,�and�the�hard�automation�means�the�

use�of�automated�equipment�and�robots.�Often�times�they�are�

combined� together� to� achieve� specific� goals.�

� � The� key� foundations� of� emerging� construction� technologies�

are� general� computing/information� technology,� CAD/CAE,�

sensing,� and� robotics.� The� laboratory� is� currently� focusing� on�

the�research�in�the� latest� technology� in�engineering�automation�

area� to� create�newer� and�better� solutions� to� the� construction�

field.

■ 연구분야

-�건설공사의 계획과 시각화를 위한 그래픽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 GIS를 이용한 설계와 시공정보와 통합

-�표준품셈 제.개정

-�도로건설사업에서의 설계관리를 위한 정보모델

-�시설공사 입찰단가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실적공사비)

-�다양한 시설물의 설계에 관한 VE/LCC�분석 및 연구

-�건설사업 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터널공사 Risk�Management

-�콘크리트 표면절삭을 위한 원격조종 장비의 개발(그래픽 MMI�설계

및 시스템 개발)

-�지능형 굴삭시스템 개발

-�건설생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계장비 활용도 향상

-�교량 시공 신공법(RFP�거더를 이용한 공법)�연구

-�엠보텍을 이용한 방수 신공법 연구

■ 연구성과

이승수,�이민주,�정종윤,�서종원

선형기반 시설물을 위한 Flexible� BIM�시스템의 설계

대한토목학회,� 2014.4� Vol.� 34,� No.2

김정환,�지승구,�정태형,�서종원

BIM기반 사회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도입을 위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대한토목학회,� 2014.2� Vol.34,� No.1� pp.285-292

지성현,�강승해,�김정환,�서종원

Risk�Based�Decision�Support� for�Final�Closing�Section�of�a�Sea�

Dike

KICEM�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2013.7� pp� 49-57

■ 프로젝트

[ICT를 활용한 건설장비 관제 및 스마트 시공 기술 개발]� 2014.07-�

2017.12

[선형기반 인프라시설물을 위한 Flexible� BIM� 시스템]� 2012.05-�

2015.04

[터널 부속시설물 LCC분석 모델 개발 및 유지관리 기법 개발]�

2014.07-� 2014.10

[대규모 도심지 지하공사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발]� 2009.03-�

2014.03

[BIM기반 스마트 유지관리기술 도입방안 연구]� 2012.03-� 2012.12

[탄소저감형 건설장비 운영기반 스마트 시공 시스템 기획]�2012.04-�

2012.09

[터널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 구축 타당성 검토]� 2011.09-2012.03

[지능형 굴삭시스템의 개발]� 2006.12-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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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첨단융합구조

지도교수 조병완

전공분류� 토목공학

주    소 서울 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첨단융합구조 연구실

전    화� 02-2220-0327

홈페이지 joycon.hanyang.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밝아오는 21세기의 인류문명은 첨단과학과 청정 환경

속에 NT,� IT,�BT,�ET가�융합된 유비쿼터스 녹색문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첨단융합구조연구실은 차세대 유비쿼터스 만물지능,�탄소제로

바이오 신재생에너지,�나노융합 건설공학의 메카로서,�유비쿼터스 만물

지능 첨단녹색도시(Green�u-city),�유비쿼터스-도로,�교량,�철도,�항만

등의 세계적 핵심 선도 연구실로서,�세계최초 만물지능 스마트 센싱

및 Organic�ABC�Network�개발,�세계 최초 나노 시멘트의 개발과 첨단

나노 내화 소재의 개발,�나노 실버 콘크리트,�탄소 나노 튜브 콘크리트

등의 개발로서,�탄소평형개념의 신개념 만물지능 도시 건설구조물-인프

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 따라서 본 연구실은 실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첨단

융합구조공학분야의 연구에 몰두하여 첨단 벤처기업을 육성하고,�동시

에 국가 경쟁력을 키워나가 세계 속의 첨단융합구조연구실로 발돋움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 현재 본 연구실은 교수님 이하 박사과정 20여명 석사과정 23여명이

연구실을 구성하고 있으며,�지난 2002년 6월 세계 선도 핵심기술 개발

사업으로 과학기술부의 국가지정연구실(National�Research�Lab),�건

설교통부의 건설핵심기술 개발 사업 연구실,�환경부의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사업 연구실로 지정되어 명실공히 차세대 첨단융합 건설 연구

분야의 국내외 선도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만물지능 첨단 녹색도시

-�만물지능 첨단 녹색교량/터널

-�만물지능 첨단 녹색 철도/지하철

-�만물지능 첨단 고속도로/교통망

-�만물지능 녹색 하천/항만

-�만물지능 탄소평형 환경 인프라

-�첨단 나노 건설소재

-�건설융합 신재생 에너지

■ 연구성과

조병완

교량의 수직처짐 측정을 위한 유비쿼터스 만물지능센서 활용연구

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2011�제24권 제4호 pp.399-404.�

조병완

지능형 유비쿼터스 과적단속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

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2011�제24권 제4호 pp.399-404.�

조병완

실시간 수위 예측을 위한 다중선형회귀 모형의 비교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2012.01,� Vol.� 32,� No.� 1B,� pp.� 9-20

최현구,�한건연,�최승용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내제된 RF�무선송수신 모듈의 콘크리트 투과성

실험 연구

대한토목학회 논문집 2011�제31권 제2호 pp.29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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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수리학 및 해안공학

지도교수 조용식

전공분류� 수리학 및 해안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수리학 및 해얀공학 연구실

전    화� 02-2220-0393

홈페이지 http://coast.hanyang.ac.kr/

■ 연구실소개

� � In�the�Hydraulic�and�Coastal�Engineering�Laboratory�(HYCEL)�

at� the�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at�

Hanyang�University,�Korea,�many�numerical�methodologies�and�

experimental� approaches� are� mainly� employed� to� study� the�

propagation� and� associated� run-up� process� of� tsunamis,� and�

generation� of� an� inundation� map.� Based� on� numerical�

techniques�such�as�the�finite�difference�method,�finite�volume�

method� and� boundary� element� method,� various� principal�

hydrodynamic� problems� such� as� the� saltwater� intrusion� in� an�

estuary�and�a�canal,�countermeasures�against�natural�disasters,�

the� submerged�breakwater�with�the�Bragg�resonant� reflection�

concept�and�the�study�of�propagation�and�deformation�of�ocean�

waves� have� primarily� been� investigated� at� HYCEL.

�

■ 연구분야

-� 지진해일 전파와 처오름의 수치해석 및 재해정보도 제작

-�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주요 연안시설물의 폭풍해일 및 지진해일

� � 방재대책

-�수중구조물을 이용한 연안지역 보호에 관한 연구

-�하천에서의 범람 해석 및 재해정보도 제작

■ 연구성과

Cha,� J.-H.,� Kim,� C.-W.� and� Cho,� Y.-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isovel� distribution� in� velocity�

profile� method� using� Poisson� equation

Journal�of�Korea�Society�of�Hazard�Mitigation�2014�Vol.�14,�No.�

6,� pp.� 1-12.

Han,� S.,� Seo,� K.-H.� and� Cho,� Y.-S

Laboratory� experiments� for� solitary� wave� force� on� vertical�

structures�

Journal� of� Korea�Water� Resources� Association,� 2014� Vol.� 47,�

No.� 11,� pp.� 1,067-1,076.

Kim,� J.,� Han,� S.� and� Cho,� Y.-S

A� combined� model� of� hydrology,� hydraulics,� erosion� and�

sediment� transport� at� watershed� scale

Journal� of� Korea� Society� of� Hazard�Mitigation,� 2014� Vol.� 14,�

No.� 5,� pp.� 351-358.

■ 프로젝트

[Solitary� Wave� Run-up� for� Hazard� Mitigation� of� Coastal�

Communities]�Korea� Institute�of�Marine�Science�and�Technology�

Promotion� 2014.11-2017.05

[Korea�Institute�of�Marine�Science�and�Technology�Promotion]�

State�Key�Laboratory�of�Hydraulic�and�Mountain�River�Engineering,�

Sichuan� University,� China� 2012.06-2015.05

[Analysis� of� Scouring� around� Offshore� Structures]� Hyundai�

Heavy� Industries� Co.,� Ltd.,� 2014.03-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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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강구조 및 교량구조

지도교수 최동호

전공분류� 토목환경공학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한양대학교 재성토목관

전    화� 02-2220-0328,� 2294-8154

홈페이지 dhchoi.hanyang.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강구조물과 장대 케이블교량의 해석과 설계에 관한 연구

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연구 분야로는 강구조물의 좌굴안정성,�

강구조물의 피로 및 파괴역학적 해석,�케이블 진동 및 도로발전용 에너

지 하비스터 기구 개발,�파형강판 구조물이 해석 및 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다.�

� � 또한,�장대교량의 해석 및 설계,�교량의 안전진단과 보강방법연구,�

첨단건설 신기술개발 등을 연구과제로 하고 있다.�그리고,�대형구조실험

실에 보유된 각종 실험기기 및 장비를 활용하여 본 연구실에서 수행중인

해석적 연구경과의 실험적 검증과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연구활동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장대교량

-�강합성 구조시스템

-�전산해석 및 설계종합시스템

-�좌굴 해석 및 설계

-�피로 해석 및 설계

-�파형강판

-�교량 시스템 개발

-�설계 기준 개발

■ 연구성과

최동호,�임지훈

HSB�고성능 강재를 적용한 강합성 I-거더 정모멘트에 대한휨저항강도

및 연성비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2014� vol.26� no.6� pp.205-217

최동호,�권순길

4경간 현수교에서의 중앙주탑 휨강성의 영향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14� vol.34� no.1� pp.49-60

최동호,�고영찬,�권순길,�이종선

단면감소를 고려한 파이프의 좌굴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13� vol.33� no.3� pp.865-873

지구삼,�최동호

2경간 연속 강합성거더의 개선된 부정정력 계산 방법

대한토목학회논문집 2013� vol.33� no.2� pp.423-431

■ 프로젝트

[Development� of� inelastic� Design� Procedures� for� Cable-stayed�

Bridges]� 2003.12-2008.12

[Development� of� Pre-fabricated� Precast� U-Channel� Bridge�

System]� 2007.4-2008.9

[Strengthening� of� Steel� and� Concrete� Girders� by� External�

Prestressing]� 2003.12-2006.12

[Development� of� Design� Procedures� for� Box� Culverts� using�

Corrugated� Steel� Plates]� 2006.1-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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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환경계획 및 GIS�

지도교수 오규식

전공분류� 도시공학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과학기술관

전    화� 02-2298-5410

홈페이지 http://epgis.hanyang.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도시와 인간,�그리고 그를 둘러싼 환경의 바람직한 관계

조성을 위해 도시환경의 계획과 설계 연구에 주력해 왔다.�특히 오늘날

도시계획 연구의 핵심적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Spatial� Information)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심도 있는 분석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또한 GIS와

CAD�기법을 활용하여 도시계획과 설계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공간 분석을 위한 과학적 기법을 개발하고 있다.�최근에는 지속가능

한 도시개발 및 관리방안 수립,�국토 및 도시 환경용량의 측정 및 평가,�

유비쿼터스(Ubiquitous)�도시계획,�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등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의 계획 및 설계는 도시공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로,�본 연구실

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이론을 접목한

계획 및 설계연구를 하고 있다.�특히,�환경용량의 측정 및 평가를 통한

도시개발의 방향 제시와 GIS,�유비쿼터스와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유비쿼터스-생태도시(U-Eco�City)의 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계획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차원의

환경계획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개발하고 있다.�특히,�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CO2� 발생을 저감하고 흡수하기 위한 방안,�기후변화 취약성

분석,�기후변화 적응형 도시열환경 설계 및 관리 등 다각적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 GIS� 및 도시공간분석

GIS(Geographic� Information�System)는 공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로부터 네트워크분석,�위성영상의 활용,�3차원 분석,�각종 시뮬

레이션 등과 같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도시를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다.�본 연구실에서는 GIS의 첨단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도시문제로부터 환경 및 경관적 이슈 등에 대한 연구,�공간통계분석기법

및 도시성장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고차원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도시경관

도시민의 생활이 고도화되면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획일적 도시개발에 의해 삭막해진 회색빛의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경관에

대한 가치 측정 및 분석,�도시경관의 설계 및 계획,�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성과

강지한,�오규식

지역기반 원격근무를 통한 출근 통행거리 저감이 CO2�배출에미치는

영향:�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공간정보학회지,� 2014� 22권 4호,� pp.89-102

박효석,�오규식,�이상헌

도시 그린인프라 확충에 따른 탄소저감 증진효과 분석:�서울시를 대상으

로

도시행정학보,� 2014� 27권 4호 pp.1-23

■ 프로젝트

[지자체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표준화]�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06-2013.12

[환경생태정보분석 및 계획지원시스템 개발:�환경생태정보 분석시스템

개발]� 국토해양부 2008.11-2013.06

[지자체 중심 기후변화 부문별 취약성 평가 고도화 연구]�국립환경과학

원 2012.04-2012.11

[지속가능한 국토·도시환경 관리를 위한 경관생태관리시스템 구축]�한

국과학재단 2008.09-2011.08�

[한강르네상스 2단계 도약을 위한 생태공원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서울

시 한강사업본부 2009.1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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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지역개발

지도교수 김홍배

전공분류� 도시개발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과학기술관 307호 지역개발연구실

전    화� 02-2297-3261

홈페이지 http://www.region-lab.re.kr/�

■ 연구실소개

� �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지역은 서로 직면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적인 변화에 대해 서로 달리 반응한다.�따라서 지역의 개발

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지역이

처한 환경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본 연구실에서는 모형개발과 실증적

연구를 통해 지역경제의 특성을 이해하고,�다양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경제를 분석 예측한다.�이를 기초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

하여 제시하는 것이 주 연구대상이다.

■ 연구분야

-� 도시 및 지역경제 예측

우리가 사는 도시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제

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정확한 장래예측이 중요하다.�왜냐하면 유효한

정책은 계획의 틀 안에서 도출되며 그러한 계획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측된 장래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본 연구실

에서는 이러한 도시 및 지역의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미래의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 �

-� 지역분석 모형개발

본 연구실에서는 도시 및 지역의 정책수립을 위한 모형개발과 실증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주요 연구로는 CGE�MODEL을 이용한 지역성장

정책 분석,�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지역의 인

구예측 등이 있다.

-�경제성분석(정책평가)

정책은 사회의 복지수준을 증가시킬 때만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은 바로 정책으로 인한

사회편익이 사회비용보다 크게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

실에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으로 인한 효과를

사전에 평가하여 그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연구성과

김홍배,�이민기

지역노동시장의 유형구분과 유형별 고용정책의 방향

도시행정학보,�제 27집 제1호,� 2014.03,� pp.� 215~234

김홍배,�박준화

저탄소 도시개발을 위한 녹색인증기준에 관한 연구(근린주구를 중심

으로)

국토계획,�제 48권 2호,� 2013.04,� pp.� 281~295

김홍배,�최준석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과 이중배당효과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제 48권 2호,� 2013.04,� pp.� 21~35

김홍배,�최준석,�정일남

An� Analytical� Framework� for� ldentifying� the� Location� of� an�

lnternational� Airport

지역연구,�제 28권 2호,� 2012.06,� pp.� 59~78

■ 프로젝트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통합인증시스템

구축 근린주구 녹색인증제도 및 경제성 평가개발 및 연구]�국토해양부

2012.09-2014.12� �

[한국형 폐광지역 진흥모델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한국

광해관리공단 2013.06-2013.11� �

[한국형 폐광지역 진흥모델 구축 용역]� 한국광해관리공단 2012.09-�

2013.02

[광주 오포물류단지의 입지적정성 및 사업타당성에 관한 연구]�오포물

류주식회사 2011.05-2012.07

[서해뱃길 타당성 조사 및 활성화 방안]� 대한교통학회 2011.08-�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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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시 및 부동산경제

지도교수 이창무

전공분류� 도시공학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과학기술관 2층 209호

전    화� 02-2220-4646�

홈페이지 http://changmoo.hanyang.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도시 및 부동산 경제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도시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현상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이러한

연구성과를 기초로 관련 정책과 실무 분야 등에 적용 가능한 실제적인

함의를 도출하는 실용학풍의 전통을 구축해 가고 있다

■ 연구분야

-� 도시계획 관련 규제효과 분석

토지이용계획을 통한 용도규제 또는 밀도관리 등과 같은 도시계획적

규제에 대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효과를 밝히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주택정책 및 제도의 분석,� 평가

정책 당국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주택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해 주로

통계적인 실증분석을 통한 정량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 및 평가하며,�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 도시 및 부동산 시장 분석

임대료와 부동산 가격,�가격에 따른 신규 건설 공급,�공급에 따른 재고확

장,�재고확장으로 인한 임대료의 조정 등 일련의 순환구조에 대하여,�

각�연결고리를 구성하는 이론적 해석을 바탕으로 계량적인 분석을 진행

하고 전반적인 시장의 메커니즘을 밝힌다.�

-� 부동산개발 및 투자모형 개발

효율적인 부동산개발 및 투자를 위해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을 통해 그 효과를 예측한다.�이러한 연구성과는 관련 분야의 개발자들

에게 사업시행에 있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게 된다.�

-� 주거입지 및 주택수요 예측모형 개발

교통 접근성,�공간적인 조망,�지역적 특성 등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을 통제하여 최적의 입지 선정이 가능한 모형을 연구하며,�주택가격

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주택시장의 특성

을 밝힌다.�또한,�장래 인구구조의 변화 및 사회경제학적 구조 변화에

따른 향후 주택의 수요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관련 정책 및 시장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 연구성과

이정수·이창무·고성영·구기현·이헌수

친환경 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008� 43권 1호

김태윤·이창무·조주현·박한

경관조망 특성 차이가 아파트가격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학연구 2007� 13권 3호

이창무·임성은·류강민

수도권 오피스텔 시장특성 분석

부동산학연구 2007� 13권 3호

이창무·김용경·민재홍

대형할인점의 선택요인 분석 -�분당 신도시 인근 권역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2007� 42권 6호

■ 프로젝트

[비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개발연구]� 국토해양부 2012.12�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역세권 기능정립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2012.11�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및 통계 개편 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2012.05�

[서울국제도시자문단 보고서]�서울특별시 2011.12�

[고령사회의 주택수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2011.06�

[서울시 부동산시장 변화분석을 위한 실거래가 기반 비아파트 주택가격

지수 개발]� 2011.10�

[동작구 지역발전계획]�국회의원 정몽준 의원 사무국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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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실 도시설계

지도교수 박진아

전공분류� 건축학

주    소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과학기술관 302-2호

전    화� 02-2220-4012

홈페이지 http://audl.hanyang.ac.kr/

■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물리적인 계획을 수립

한다.�연구의 대상은 개개의 건축물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군집현상 및

도시조직,�그리고 사적 공간 외 모든 공적 대상이 되는 공공공간이다.�

불특정 다수의 도시인들이 이용하게 될 공적인 공간에 시민들의 활동을

유발하여 특정한 기능을 만들어주는 작업,�즉 고유한 장소성 만들기를

목표로 삼으며 이 과정에 대한 일련의 과정이 연구의 대상이다.�

� � 주요 연구 분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젝트 및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합리적 토지이용 및 도시미관 개선연

구,�보행유발요인 분석을 통한 보행 친화적 가로공간 설계,�도심지 상업

문화 정체성 및 상업가로 활성화 관련 연구,�주민 참여와 친환경 녹색도

시 조성 관련한 연구 및 설계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연구분야

-� 도시재생 및 마을 만들기

도심기능 변화에 따른 공간구조 대응방안 연구,�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

기 및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설계

-�보행 활성화 계획

기후변화 시대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보행 친화적 가로 공간구조 연구

및 안전한 보행 친화적 가로 공간 설계,�소형 필지 밀집형 가로공간

구조연구

-�상업문화 관리

지속가능한 도심 상업문화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소형 상점 밀집 특화

가로 관리방안 연구,�상업가로의 장소성 형성 및 변화 요인 분석 연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측면에서 본 옥상텃밭의 가능 성 및 복합적 기능에

관한 연구,�입체도시 조성과 녹색공간 계획

■ 연구성과

이세연,�송지연,�박진아

교차로에서 보행자 길 선택과 길선택 영향요인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14� 제15권 3호,� pp.151-161

송지연,�이세연,�박진아

가로의 구조적 환경에 대한 보행자 선호도 조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14� 제15권 3호,� pp.151-161

박진아,�김병석

근린환경만족도 및 지역사회 애착도가 마을만들기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연구-한남1�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도시설계,� 2014�제15권 2호,� pp.215-226

김병석,�박진아

단독주택지 담장의 유무에 따른 범행 수월성 분석연구 :�주거침입 절도

범을 대상으로

도시행정학보,� 2014� 제27권 1호,� pp.51-69

■ 프로젝트

[강동소방서 고덕199�안전센터 재건축 지명초청 현상공모전]� AKim�

Architects� 2015

[서울시 상업문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업지 입체적 적용방안 및 관리

모델 개발연구]� 교육부,� (재)한국연구재단 2014.11-2017.4

[한양대학교 학생처·양성평등센터·한양상담센터 실내디자인 계획안]�

2014

[중계본동 국공립어린이집 지명현상설계]�공감이입도시건축

(S+Empathy)

[기후변화시대의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보행 친화적 가로공간구조 연구

–�보행유발요인으로서 가로 구조적영향 분석]�교육부,�(재)한국연구재단

2013.5-2016.4

[프랑스 주거지원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연구 :�주택 개보수 지원을 중심

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2013.9-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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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실소개

� � 본 연구실은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건조

환경(built�environment),�교통체계(transportation�system),�사회적

환경(social�environment),�자연환경(natural�environment)�등을 정

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연구분야

는 토지이용과 공간구조(land�use�and�urban�spatial�structure)�분석,�

스마트 성장과 뉴어바니즘(smart�growth�and�new�urbanism),�도시

형태분석(urban� morphological� analysis),� 도시재생과 도시설계

(urban�regeneration�and�urban�design),�토지이용-교통-환경-공중

보건 통합연구,�대도시권 공간분화와 성장관리 등이다.�

� � 구체적인 연구 주제는 도시의 건조 환경이 보행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시의 물리적 특성이 신체활동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시설계

의 효과분석을 위한 정량적 지표개발,�GIS와 Space�Syntax를 이용한

도시형태 분석,�토지이용-교통-환경-공중보건 통합연구,�대도시권 내부

의 공간분화현상과 공간의 쇠퇴와 성장에관한 연구 등이다.

■ 연구분야

-� 토지이용,� 교통,�환경,�공중보건 통합연구

·�토지이용과 통행행태에 관한 관계 연구

·�도시의 건조환경(built�environment)이 사람들의 신체활동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도시설계 및 도시재생기법과 평가를 위한 정량적 지표개발

·�보행활동 증진을 위한 가로환경 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

·�신체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기법 연구

·�기후변화와 재해저감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에 관한 연구

-�대도시권 성장패턴과 공간적 분화 현상 분석

·�대도시권 성장관리정책이 성장패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대도시권 인구사회경제 지표의 지리적 공간분화현상에 관한 연구

·�대도시권 내부공간의 성장과 쇠퇴 요인에 관한 연구

-�도시 형태 분석과 해석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공간구문론(space�syntax)를 이용한 도시형

태분석

·�도시형태(urban� form)의 기원과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전통 정주공간의 공간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

■ 연구성과

문동진,�이수기,�홍준현

산업구조의 다양성과 지역 경제 성장:�Jacobs의 산업다양성 이론을 바

탕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4� vol.24� no.4� pp.35-66

이수기,�현은령,�김수민,�이윤성,�유치선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건강증진계단의 참여촉진 디자인 요소 분석:�서울

시청 시민청 가야금 건강계단을 중심으로

디자인지식저널,� 2014� vol.32� pp.107-117

이수기,�이윤성,�이창관

보행자 연령대별 보행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환경의 특성분석

국토계획,� 2014� vol.49� no.8� pp.91-105

■ 프로젝트

[토지이용규제를 고려한 서울시 자치구간 균형발전 개선방안연구]�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연구)� 2013.5-2015.9

[도시계획과 공중보건의 통합모형에 관한 실증연구(2차년도).]�한국연

구재단,�신진연구자지원사업 2014.5-2015.4

[2014년 융합인재교육(STEAM)�프로그램개발]�(사)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2014.6-2014.12

[마을건강산책로 조성사업 전문가 기술지원용역]�서울특별시,�복지건강

실(연구책임)� 2014.5-2014.11

[도시계획과 공중보건의 통합모형에 관한 실증연구(1차년도).]�한국연

구재단,�신진연구자지원사업 2013.5-2014.4

[역세권개발 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연구]�한국철도시설공단,�녹색철도

연구원 (공동연구)� 2013.3-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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