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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 차희성 교수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건설관리 연구실 

Innovative and Creative 
Construction Management Lab 

조봉호 교수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건축구조 연구실 

Prefabricated Building 
Structural Lab

김진영 교수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빌딩 IT 연구실 

Building + IT Lab

최병주 교수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실 

Smart Construction Lab

안형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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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건축 연구실 | Healthcare Architecture Research Unit

 지도 교수 권순정 교수

  연구 분야  의료복지건축 연구실은 의료복지시설계획, 건축설계분야의 연구와 조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제안 및 

계획, 설계 실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의료시설,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주거단지 및 요양시설에 대한 특화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고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계획 및 실무 분야를 체험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사회인 배출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 친환경 건축 연구실 | 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Architecture

 지도 교수 이규인 교수

  연구 분야  지속가능한 도시·건축 연구실은 21세기 새로운 화두로 정착되고 있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및 설계 등의 분야에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수행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실현을 위하여 용인신갈 새천년단지, 상암신도시, 수도권 국민임대주택지구, 

판교신도시계획, 파주 운정신도시계획, 김포생태시범도시 조성계획 등에 적용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정주지의 실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건축역사의장 연구실 | Architectural History & Theory Lab

 지도 교수  김도식 교수

  연구 분야  건축역사의장 연구실은 건축의 역사와 이론을 탐구함으로써 건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세기 이후의 주된 연구 분야는 건축 설계 이론, 건축 형태 및 공간 분석, 건축에서의 근현대성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새로운 건축설계 이론을 구축한다.

건축 도시 디자인 연구실 | P.A.U.L : Projet architectural et urbain Lab.

 지도 교수 한지형 교수

  연구 분야  건축·도시 디자인 연구실은 건축과 도시의 영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 총체적 접근을 위해 다각도의 이론 

연구와 실용적 검증을 한다. Interdisiplinary approach를 바탕으로 한 도시공간의 통합디자인 방법론, 

도시구성의 역사 및 이론,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건축적 지침 및 제도, 도시공간 디자인과 도시설계 방법론, 

건축유형학과 도시형태학의 관계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시대정신을 비판적으로 읽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건축 및 도시 분야의 전문가, 설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디자인, 건축설계 연구실 | aDLab+

 지도 교수 김성욱 교수, 전유창 교수

  연구 분야  디지털디자인, 건축설계 연구실은 건축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현대건축의 다양한 디자인 기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응용한 현실적 디자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디지털 디자인 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재료의 물성을 이해하고 재해석하는 응용능력과 실무능력의 배양, 재료의 구성과 디테일에 대한 전문지식의 함양, 

상호소통적인 공공 공간의 창출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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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환경에너지연구실 | AE-Lab

 지도 교수 김선숙 교수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연구 분야  친환경건축연구실은 건축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물리적 건축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만족도를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연구를 수행한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에너지 효율화 계획, 친환경 건축물의 패시브/액티브 요소기술 개발, 건축물의 열 및 공기환경 

평가 및 개선 기법 등을 건축적, 설비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 제안, 실제 건축물에의 

적용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으로써 건축환경 및 설비 분야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건축 디자인&기술 연구실 | ARTS, Architectural Research of Technology & Scientific Design

 지도 교수 이 황 교수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연구 분야  건축 디자인 공학 연구실은 공학 및 기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건축 설계 과정과 건조 방식에 관한 혁신적인 

방법론 및 전문적인 지식의 창출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실은 타 학문 분야와 건축의 적극적인 융합을 추구하며 

(cross-disciplinary), 주요 연구 분야로는 ❶ 스마트 소재, 로보틱스 및 센서 기술을 응용한 움직이는 건물 

(키네틱/인터렉티브 건축), ❷ 건축 디자인 프로세스 자동화 및 최적화 (design automation & optimization), 

❸ CFD/에너지 시뮬레이션, ❹ 머신러닝 및 네트워크 기법을 활용한 디자인 의사결정 방법론 등이 있다.

건설관리 연구실 | Innovative and Creative Construction Management Lab

 지도 교수 김경래 교수, 차희성 교수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연구 분야  미래융합건설관리연구실(ICCM)은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계약, 시공, 유지관리 등 건축을 비롯한 프로젝트의 

라이프 싸이클 전과정에서 효율성과 효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건설경영 및 관리 기법과 관련 

기술을 배우고 익힌다. 그동안 계약 및 발주 방식 최적화, 공정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파이낸싱, 데이터 

정량화, 의사결정 및 최적화 기법 등 관리 기술 개발과 함께 최근에는 BIM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건물 자동화 

센싱, 공동주택 OSC 활성화 기법, Virtual 유지관리 기법, 상황인지 재난관리 모델링 등 다수의 연구를 통해 

미래건설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로 대형건설회사, CM/PM 등 엔지니어링 회사, 공기업 등 공무원 

등으로 진출이 활발하며, 박사과정 진학이나 해외 유학 등을 통해 기술연구소나 대학교수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건축구조 연구실 | Prefabricated Building Structural Lab

 지도 교수 조봉호 교수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연구 분야  건축구조연구실은 건축구조와 재료 및 공법 등과 관련된 공학적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건설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인 창출을 목표로 구조 전문가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진 고급 엔지니어 양성을 위하여 

특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철골구조와 같은 전통적 구조공학 분야와 모듈러 건축물과 같은 

첨단 공업화 건축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소 등과 

꾸준한 연구 교류 및 협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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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IT 연구실 | Building + IT Research Group

 지도 교수 김진영 교수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연구 분야  빌딩 IT 연구실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을 건축 분야에 

적용하여 Smart Home, 지능형 설계 및 유지관리 기법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❶ 스마트 빌딩 – 사물인터넷 / 빅데이터 / 인공지능, ❷ 딥러닝 기반 설계 자동화, ❸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❹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비파괴 검사, ❺ 센서를 이용한 구조물의 건전도 진단, ❻ 

노후화 공동주택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이 있다.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실 | Smart Construction Lab

 지도 교수 최병주 교수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연구 분야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실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서의 프로젝트 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제반 연구를 수행한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❶ 웨어러블 센서를 활용한 건설 현장 안전 보건 관리, ❷ 모듈러 건축 및 Off-Site 

Construction 공장 생산 관리, ❸ 건설 생산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및 최적화, ❹ 건설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 

행동 및 의사 결정 분석 연구, ❺ AI 및 IoT를 활용한 스마트 빌딩 연구 등이 있다.

빌딩에너지 연구실 | BEn (Building Energy) lab

 지도 교수 안형욱 교수 

  연구 분야  빌딩에너지 연구실은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재실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시대의 건물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연구한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1) 데이터 기반 건물 에너지 분석, 

2) 에너지시스템 모델링 및 최적 운영 기법 개발, 3) CFD를 활용한 실내 공기 해석, 4) 그린 빌딩 정책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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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정 교수  |  sjkwon@ajou.ac.kr  |  산학협력원 719호 

아주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융합건축학과 

대학원 연구실 소개 

  관심연구분야 의료시설 계획 감염병 전문시설 노인 & 주거복지 시설

  진행 연구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을 

위한 사전 안전성 평가 연구

굿네이버스미래재단

베이비부머 세대, 중산층, 

액티브시니어를 위한 

소규모 실버타운의 계획

보건복지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건립을 

위한 설계지침 연구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센터 

모델개발연구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연구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과업지시서

연구 성과 

의료 시설(Healthcare Facility) 관련 

설계 지침 작성, 2019

COMMUNITY HEALTHCARE DESIGN 

COMPETITION  카타르, 2등, 

한은비, 장진샹, 박도은, 2020

통합돌봄센터 모델 개발, 2019

서울시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연구, 2019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의료시설 

증 · 개축 계획

•�우수하고 표준화된 의료시설 

계획을 위한 건축 설계 지침 개발

•�재난에 대비한 감염병 전문 병원 

시스템 및 시설 계획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도시환경 계획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고려한 주거환경 계획

•�국내 복지 서비스 체계를 고려한 

주거복지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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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전공   |   건축공학 전공

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Architecture
▼

지속가능 친환경 건축 연구실
이규인 교수  |  kyuinlee@ajou.ac.kr  |  산학협력원  720호 |  http://essalab.ajou.ac.kr/ 

아주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융합건축학과 

대학원 연구실 소개 

  관심연구분야 

  진행 연구

한국연구재단

AI를 활용한  

스마트제로에너지 

주택 개발 연구

수원시

수원 형 생태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건축부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에너지제로 

스마트 양식 시스템 개발

한국연구재단

그린리모델링 건축물의 

환경성능 평가모델 

개발 연구

㈜피데스개발

미세먼지 FREE 

주택 개발 연구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고덕강일지구 제로에너지 

시범단지 

통합설계기준

연구 성과 

시흥시 에코센터 제로에너지 모델하우스스마트홈 개발 융합연구

친환경 주택 설계 및 짓기스마트 지속가능도시 계획 및 설계

친환경 건축 스마트 생태도시 건축문화

•�패시브 제로에너지 건축, 주거 •� 지속가능한 도시, 정주지, 생태 

마을 연구

•�세계의 도시 건축 문화 연구

8



건축학 전공   |   건축공학 전공

Architectural History & Theory Lab
▼

건축역사의장 연구실
김도식 교수  | dskim@ajou.ac.k |  산학협력원  717호

아주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융합건축학과 

대학원 연구실 소개 

  관심연구분야 

  진행 연구

한국연구재단

1970년대 이후 한국건축의

 서구 모더니즘의 주체적 

수용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근대 건축가 

원문 자료 목록 DB 구축을 

위한 조사 연구

연구 성과 

현대 문화 속에서의 건축 건축의 역사 탐구 건축 설계 이론 건축 형태 및 공간 분석

•�영화, 미디어, 소설 등 

대중 문화와 매체에서

의 건축과의 관계 탐구

•�건축에서의 근현대성 등 
폭넓은 역사적 관점들에 
대한 연구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건축

•�국내외 주요 건축  및 도시 
답사

•�건축가의 설계과정에 나

타나는 지적 과정 탐구

•�설계 프로세스 및 새로운 

건축 설계 이론의 개발

•�주요 건축물들에 대한 

형태 및 공간 읽기

•�국내외 주요 건축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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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전공   |   건축공학 전공

PAUL, Projet architectural et urbain Lab.
▼

건축 · 도시 디자인 연구실
한지형 교수  |  hanjh@ajou.ac.kr |  산학협력원  721호

아주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융합건축학과 

대학원 연구실 소개 

  진행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가로공간 중심의 공유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건축통합계획지구  

계획방향 수립 연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도시경관 디자인  

기술개발 기획

한국연구재단

주민참여 공간계획을 위한 

PPGIS기반의

‘통합형경관특성화지도(HLCM)’

시스템 개발

한국연구재단

커뮤니티 재생과 도시조직  

재구성에 의한 노후주거지의  

통합적 정비계획 연구

한국연구재단

지속가능한 도시주거지를 위한 

재생 유형과 설계 기법 연구

농어촌연구원

에코뮤지엄 시범조성 

모델 개발 연구

연구 성과 

건축 및 도시설계, 공간디자인 및 리모델링 저 · 역서

  관심연구분야 건축 및 도시설계 도시 및 주거지 재생 PPGIS 공간디자인 및 리모델링

•�사람을 위한 도시만들
기와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 설계 

•�건물, 블록, 가로, 도시의 
통합적 설계 방법론 연구

•�노후화된 도시의 기능 
회복과 활력있는 도시
공간 조성 계획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공적  영역 정비를 통한 
저층 주거지 재생 계획 

•�공간계획에의 주민참여 

의사결정 방법론 연구

•�PPGIS를 활용한 통합형 

공간정보시각화 시스템 

개발

•�인테리어,  전시, 디스플레이, 

가구, 경관, 공공디자인, 

등 실내외 공간 디자인의 

다양한 실험과 실행

•�건물용도 및 구조변경에 의한 

리모델링 계획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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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전공   |   건축공학 전공

aD_Lab+
▼

디지털 디자인, 건축설계 연구실
김성욱 교수  |  sungkim.ajou.ac.kr  |  산학협력원  723호  |  전유창 교수  |  ycjeon.ajou.ac.kr  |  산학협력원  724호

아주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융합건축학과 

대학원 연구실 소개 

  진행 연구

한국연구재단

파라메트릭 변형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서피스 

설계 브라우저 개발 

한국연구재단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한 

건축외피 설계자동화 및 

최적화에 관한 연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20.06 ~ 22.12)

저비용, 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연구 성과 

정읍 종합체육관

한전 에너지 센터

외교센터 리모델링

제주 시민 문화체육 복합센터
재료 물성 연구, 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 활용한 디자인 실험

  관심연구분야 파라메트릭 디자인 재료의 물성 실험적 디자인 실무능력 배양

•�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변수 제어를 통한 입면 
디자인 최적화 및 자동화  

•� 데이터 시각화를 활용
한 건축적 디자인 연구

• 재료의 물성 이해와 재해석
에 대한 연구

•� 외피의 물성표현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실험

•� 재료의 사용, 가공 측면 
고찰 

•�물성 제어를 통한 디지털 
디자인

•� 스크립팅, 알고리즘을 
통한 디지털 디자인 전 
분야  

•�국제, 국내 학생  
공모전 참여

•�현상 공모, 실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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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전공   |   건축공학 전공

AE-Lab
▼

건축환경에너지 연구실
김선숙  교수  |  kss@ajou.ac.kr  |  산학협력원  722호  |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아주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융합건축학과 

대학원 연구실 소개 

  관심연구분야 
건축 환경 /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건축물 에너지 계획 및 평가

건축물 · 도시  에너지 
모델링 및 데이터 분석

•� 물리적 환경에 대한 거주자의  

만족도 분석

•�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구축을 위한 제반 연구 

•�건축물의 패시브 / 액티브 요소 

기술 개발

•�건축 열/에너지/공기환경 및 

에너지 효율화 계획 · 평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제도 분석,  

기준 · 지침 제안, 효과 분석 등

•� 건물 에너지 데이터 및 도시  

에너지 분석, 모델링 수행

•�통계, 데이터분석 기법, 

Visualization 연계

  진행 연구

한국연구재단

개별 및 도시 단위 기존건축물 

성능정보 추정을 위한 

도시 에너지모델 개발 및 활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존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진단 

및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 

고성능 신기술 디자인 융합형 

창호 리모델링 솔루션 

한국연구재단한국연구재단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미세 

먼지관리 기술개발 - 컨설팅 수행  

의사결정을 위한 공기환경  

종합 평가지표 개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저비용, 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 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  비용 효율을 고려한 노후공동

주택  외피 리모델링 기술 개발 

POSCO

스마트 그린 모듈러 학교

증축기술 개발

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고도화 연구

연구 성과 

웹 기반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프로그램

GIS 기반 도시 단위 에너지 모델 개발 계획

웹 기반 건축물 운영효율 평가 프로그램 

결로방지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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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전공   |   건축공학 전공

ARTS, Architectural Research of Technology & Scientific Design
▼

건축 디자인 & 기술 연구실
이  황 교수  |  hwy@ajou.ac.kr  |   산학협력원  716호  |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아주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융합건축학과 

대학원 연구실 소개 

  진행 연구

한국연구재단: 우수 신진 연구
(21.03 ~24.02)

바이오 패브리케이션 건축:

생체 4D 프린팅과 로봇팔을  

활용한 디자인 (책임)

한국연구재단: 중견 연구
(19.03~24.02)

인공지능 (AI) 기반 Smart 

Comfort 주택 개발

(공동)

한국연구재단: 생애 최초 연구
(18.09 ~21.08)

4D 프린팅과 매트리얼  

프로그래밍을 활용한 

자기 - 변형 건물 (책임)

국토교통부 (21.4 ~21.12)

인공지능기반 

건축설계 자동화

(3세부, 참여)

한국정보통신진흥원 (21.05 ~24.05)

AI 융합 신규 감염병 대응시스템

공간내 감염원 전파 양상 분석

(공동)

아주대학교 교내 연구 (21.04 ~21.12)

하이브리드 소프트 로봇

생체모사 건축 

(책임)

연구 성과 

  관심연구분야 건축 설계 -
스마트 기술융합

Self-shaping 
Architecture

소프트 /
산업 로보틱스 응용

성능기반 건축 
설계 자동/최적화

•�4D 프린팅, AI, 로보틱
스 등 4차 산업 스마트 
기술을 응용한 혁신적 
건축 설계 (형태 및 재
료) 연구

•� 매트리얼 프로그래밍 
과 스마트 재료 을 활용
한 자기 - 변형 어댑티
브 건축 디자인

•�소프트 로보틱스 응용 
건축 디자인 구현 및 
방법론

•�AI, 머신러닝 및 로보틱
스 응용 설계 및 패브리
케이션 

•� 건축 환경시뮬레이션
과  라이노, 파이썬 스
크립팅, 센서 등 을 활
용한 건축 디자인 및 설
계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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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융합건축학과 

대학원 연구실 소개 

김경래, 차희성 교수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건설관리 연구실 

Innovative and Creative 
Construction Management Lab 

조봉호 교수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건축구조 연구실 

Prefabricated Building 
Structural Lab

김진영 교수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빌딩 IT 연구실 

Building + IT Lab

건축공학 전공

최병주 교수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스마트건설기술 연구실 

Smart Construction Lab

안형욱 교수

 

빌딩에너지연구실

BEn Lab



건축학 전공   |   건축공학 전공

Innovative and Creative Construction Management Lab
▼

건설관리 연구실
김경래 교수   |   차희성 교수   |   aucem.ajou.ac.kr   |   산학협력원  708호, 709호   |   http://aucem.ajou.ac.kr  |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아주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융합건축학과 

대학원 연구실 소개 

  진행 연구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2020.6~2023.5)

3D/BIM 모델링 기반 

버츄얼 건물 화재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국토교통기술진흥원(국토교통부) 
(2020.4~)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국토교통기술진흥원(국토교통부) 
(2020.4~2023.12)

Off-Site Construction 

기반 공동주택 생산시스템 

혁신기술개발

한국연구재단(교육부)
 (2017.6~2020.10)

상황인지 기반의 3D기술을 

이용한 재해지역 주택 재난관리 

시스템 개발

국토교통기술진흥원(국토교통부) 
(2014.4~2022.12)

리모델링 유형별 사업성 

분석 모델 개발

연구 성과 

  관심연구분야 

건물 재난관리 프로그램 건물 유지관리 프로그램

현장 생산성 정보 관리 프로그램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건설 생산 체계 건물 재난 관리 건물 유지 관리 

•� Construction 
Economics, Value & 
Risk Management

•�BIM Application, 
Off - site 
Construction,  Lean 
Construction

•� Building Fire 
Prevention, 
Digital Simulation, 
Disaster    
Information 
Management

•� Aged Housing 
Computer Aided 
Facility Management

•� Reverse Engineering 
in Construction

•�3D Scanning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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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전공   |   건축공학 전공

Prefabricated Building Structural Lab
▼

건축구조 연구실
조봉호 교수  |  Prefabmodularlab.com   |  산학협력원  707호  |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아주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융합건축학과 

대학원 연구실 소개 

  관심연구분야 구조 공학 분야 공업화 건축 분야 기타

  진행 연구

한국전력

변환소, 변전소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기준 수립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내 실정을 고려한 

비구조요소 내진 

보강기술 개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저비용, 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 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상선 향상 기술 개발

한국 시설 안전공단

건축 마감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

요령 개발 연구

POSCO

스마트 모듈러 학교 

수직증축 기술 개발

한국 연구 재단

3D 프린팅을 활용한

중고층형 모듈러 건축 

접합 시스템 개발

POSCO / GS건설

중고층 모듈러 건축물  

코어시스테 내진성능  

향상기술 개발

연구 성과 

AJ modular System(기술이전 완료)

모듈러 공장제작 관리 프로그램

모듈러 정적 구조실험 

비구조재 진동대 실험

•�철골 및 철근 콘크리트 구조

•�내진공학

•� 모듈러 건축

•� Offsite Construction

•�비구조재의 내진 / 

    기후변화 대응 기술 

•� 건축 자재/ TRIZ, 6-Sigma 등 

    제품 개발 방법론

16



건축학 전공   |   건축공학 전공

Building + IT Research Group
▼

빌딩 IT 연구실
김진영 교수   |  BITLab.ajou.ac.kr  |   산학협력원   712호  |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아주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융합건축학과 

대학원 연구실 소개 

연구 성과 

데이터 시각화 : 증강현실

프로그램 개발 : MATLAB

모니터링 : 아두이노 | 라즈베리 파이 건설 기술 자동화·고도화 기술 개발 : Deep Learning

  관심연구분야 증강 현실 기반

데이터 시각화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Deep Learning 기반 

도면 자동화

스마트 홈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모바일 및 PC 응용 

프로그램 개발 

로봇을 이용한 

비파괴검사 자동화

  진행 연구

한국연구재단

딥러닝 기반 공동주택  

리모델링 설계-평가-추천 

자동화 시스템 개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광역단위 노후건축물

디지털 안전워치

기술개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Off-Site Construction 

기반 공동주택  

생산시스템 혁신기술개발

아주대학교

에너지 비용 예측형스마트

홈 에너지 모니터링  

및 자동화 시스템 개발

아주대학교

영상처리 기반 변위 계측과 

 증강현실 기반 변형률 

분포 시각화 기법 개발

저비용, 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기술개발 및 실증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피데스개발 

스마트 제로에너지 

주택 개발 연구

고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센텀센시빌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 

사업관리(RM) 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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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전공   |   건축공학 전공

Smart Construction Lab
▼

스마트건설기술 연구실
최병주 교수  |  bchoi@ajou.ac.kr  |   산학협력원  711호  |  https://smartconstructionlab.com  |  Ajou Premier 10 지원 연구실

아주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융합건축학과 

대학원 연구실 소개 

연구 성과 

  관심연구분야 
웨어러블 센서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웨어러블 센서를 활용한 

스마트 빌딩 시스템 

OSC 및 모듈러 건축  

공장 생산 개선 연구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성 개선 

BIM  기반 건축 생산 

Digital Twin 구축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의사결정 모델 개발 

AI 기반 건축 생산  

프로세스 개선

건설 관리 및 스마트  

건설 관련  전분야 

  진행 연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Off – Site Construction  

기반 공동주택 생산시스템 

혁신 기술개발 

한국연구재단

웨어러블 센서 집단감지  

기반 건설 현장 위험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저비용, 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 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모듈러 건축 중고층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아주대학교

ICT 기반 스마트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한국토지주택공사

모듈러 주택 전문시방서  

및 기술지침 제정 

연구 용역

아주대학교 

건설 작업자 안전 참여  

행동에 대한 프로젝트  

정체성 영향 연구

POSCO

Smart Factory 기술 기반  

모듈러 건축 공장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 확보 기술 개발

웨어러블 바이오 센서 기반 위험 작업자 감지 모델 모듈러 공장 스마트 공장 플랫폼 

웨어러블 센서 기반 스마트 도시 인프라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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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 전공   |   건축공학 전공

BEn Lab 
▼

빌딩에너지 연구실
안형욱 교수  |  | hahn@ajou.ac.kr   |  산학협력원 531호  

아주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융합건축학과 

대학원 연구실 소개 

  관심연구분야 

  진행 연구
전력망 연계 건물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 평가

전력망 연계 건물의 

회귀 모델 개발

전력망 연계 건물의

 재실자 열쾌적도 분석

데이터 센터 

에너지 최적화

연구 성과 

전력망 연계 건물 
(Grid-interactive 

buildings)

분산에너지원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그린 빌딩
(Green building)

데이터 센터 
(Data center)

•�빌딩에너지 최적화 •� 에너지 시스템 모델링 
및 최적 운영 기법 개발

•�CFD 실내 공기 분석 •� 탄소중립 로드맵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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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 대학원 스마트융합건축학과 

대학원 연구실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