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1 표지 •	표지

2 발간사/축사

•	발간사	-	건축인과	시민들의	공유를	통한	소통,	소통을	통한	공감,	공감을	통한	감동...	-	신정철	광주건축사회	회장
•	축사		-	지역건축문화를	성숙시켜	나갈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길...	-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건축문화사랑	창간을	축하하며	-	김강수	전남건축사회	회장	
-	‘건축문화사랑’	발행이	지역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언론으로	큰	역할을	해줄	것	-	이성엽	전북건축사회	회장

3 축사

•	축사		-	건축은	삶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예술...	-	박광태	광주광역시	시장	
-	지역건축문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	박치영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장	
-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존경받는	언론으로	성장하길...	-	최규철	광주광역시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

4 기획탐방 •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삶	속에	녹아	있는	‘더할	나위	없는’	디자인의	실마리를	찾아서

5 기획탐방 •	인터뷰	-	건축은	디자인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	지휘자	‘은병수’	-	서재형,	신영은	건축사기자

6 기획탐방 •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	׀	더할	나위	없는	집	‘住’,	‘소쇄원으로부터의	영감’

7 기획탐방 •	인터뷰	-		건축사	‘조병수’,	2009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건축을	통한	세계의	화합과	소통을	말하다.	-	서재형,	신영은	
건축사기자

8 특집 •	제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안내

9 특집
•	2009	자랑스러운	광주	건축인	故채규당	건축사	선정돼
•	건축문화	심포지엄	안내
•	광주건축·도시문화제의	전야제	‘건축인의	밤’

10 특집 •	제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안내

11 특집 •	제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안내

12 전면광고 •	광고

13 News

•	‘광주건축	지도’	발간	-	남승진	교수
•	11월	3일	대한건축사협회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3단체	통합	아쉽게도	부결	-	신영은	건축사기자
•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	개정	재입법예고(안)
•	광주-후쿠오카	교류	10주년	기념지	「교류는	미래를	향한	도전」	발간	-	강필서	건축사
•	건축사그룹화	특별위원회	활발한	활동	펼쳐...	-	심상봉	광주건축사회	부회장
•	건축사	Gallery	&	Photo	-	‘건축3단체	통합을	꿈꾸며...’	심상봉	건축사

14 News

•	대학소식
•	전남대학교	신남수	교수	퇴임	-	이순미	건축사기자
•	김후진	건축사	시정질의
•	광주여성건축사회	영광지역	건축답사	다녀와...	-	문현희	건축사기자

15 News

•	소식지에	바란다	-	장상근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강남구	나무심는건축인(NGO)	대표
•		나도	축사	한마디	-	서재형(건축사사무소	선),	양동협((주)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	
심상봉((주)건축사사무소	AD그룹),	이창률((주)GA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문창식(우리	건축사사무소),	
정지웅(디에이	건축사사무소),	윤석호((주)GA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기탁(칸	건축사사무소),	
박동준((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김권수((주)양지	건축사사무소),	문현희(건축사사무소	GM),	
김종철(영상이엔지	건축사사무소),	신찬균(건축사사무소	우창),	김후진(반석	종합건축사사무소),	
윤채훈(이랜드	건축사사무소),	김기준((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박진호(건축사사무소	이감)

•	동호회	소식(골프	동호회)	-	김권수	건축사

16 전면광고 •	광고

2009년 11월 (1호)



2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1 표지 •	표지

2 신년사/시론 •	2010년	1월	1일	목포앞바다	-	사진	:	정태호	건축사기자
•	시론	-	진실의	건축	-	승효상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3 신년사/시론 •	신년사	-	신정철	광주건축사회장,	김강수	전남건축사회장,	이성엽	전북건축사회장

4 탐방기사 •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	증폭	-	취재	:	서재형	건축사기자,	사진	:	정태호	건축사기자

5 작품소개 •	2009년	제1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	‘세계	광엑스포	주제전시관’

6 인터뷰 •	이종근	과장(광주광역시	도시건축국	도시디자인과)	-	‘도시경쟁력과	디자인’	-	박홍근	편집장

7 시민참여	
프로젝트 •	소통과	문화가	있는	도시경관	만들기	-	이순미	건축사	/	도시연구소	시중	연구소장

8 도시건축문화
•	2009년	제5회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3개	부문선정
•	‘나무심는	건축인’과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	김기준	건축사	/	나무심는건축인	사무국장
•	2010년	제6회	작품모집

9 설계경기 •	영광문화예술회관	건립	설계공모

10 학교소개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	윤대한	교수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학과장

11 대학소식
•	‘Architecture	Members’	탄생	-	이병창	학생기자	/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	왕초보의	건축학과	생활	-	이슬기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	대학소식

12 독자광장

•	중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몸으로	느끼다	-	이수정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Shall	We	Reading?	-	‘한국인의	생활구조’	-	문현희	건축사기자
•	건축사	Gallery	&	Photo	-	‘원추리꽃’	-	그림	:	이순미	건축사
•	세상엿보기	-	촬영	:	서재형	건축사기자

13 새해다짐 •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	김근진	광주여성건축사회	회장	/	(주)신하	건축사사무소
•	5학년을	맞이하며...	-	이태헌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4 News

•	2010년도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시무식
•	제14회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광주개최
•	저탄소,	녹색도시·건축구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차관	초청	강연회
•	동호회	소식(미술동호회)	-	김유지	건축사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2010년 1월 (2호)



3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1 표지 •	표지

2-3 시론/
문화유산

•	시론	-	무등산	사랑과	도시	문화	환경	-	양동현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AD그룹	대표
•	문화유산소개	-	빛고을의	아침을	깨우는	언덕	양림산	-	송인동	교수	/	호산대학교	역사문화자원본부장

4 조경이야기 •	조경과	건축의	근연관계	-	조동범	교수	/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5 사회참여 •	나눔을	통해	함께	하는	세상만들기!

6 인터뷰 •		장상근	前	본부장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	인터뷰	:	박홍근	편집장,	정리	:	신영은	건축사기자

7 건축인과의	
만남

•		김후진	건축사,	공학박사	/	반석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광주를	회색도시에서	녹색생태도시로	만들어	가자!’	
-	인터뷰	:	박홍근	편집장,	정리	:	서재형	건축사기자

8 설계경기 •	영암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공모

9 작품소개 •	2009년	제1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은상	‘문화여성병원’	/	‘고싸움놀이	4D영상체험관’

10 대학소개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오세규	교수	/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11 대학소식

•	건축사사무소	현장실습	체험기	-	이수정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합숙’과	‘합식’의	차이를	아시나요?	-	이슬기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	이색	아르바이트	‘순천	국제	정원박람회	모형제작’	-	장주열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대학소식

12 추모의	글
•	그대	떠난	빈자리,	故	박광규	교수를	그리며	-	윤재희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못다	이룬	그의	뜻,	故	임채중	건축사를	추모하며	-	양동협	/	(주)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교수님!	그립습니다.	故	장길수	교수님을	기리며	-	신훈	/	동신대학교	건축학과

13 독자광장

•	수필	-	넛지의	시대	-	나용선	/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	내가	읽은	책	-	승효상	著	‘지문(地文)’	-	박홍근	건축사
•	법령소식
•	건축사	Gallery	&	Photo		-	‘완도	바다’	-	그림	:	김유지	건축사	

-	‘한	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처럼...’	-	촬영	:	신영은	긴축사기자

14 News

•	전북건축사회,	유류비	지원	사회사업	시행
•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전시회	개최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23회	정기총회
•	건축사	강남구,	한국	건축가협회	광주지회장	취임
•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광주	동호회	소식(낚시동호회)	-	김보현	건축사
•	전북	동호회	소식(등산동호회)	-	강신중	건축사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2010년 2월 (3호)



4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1 표지 •	표지

2 시론 •	우리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자!	-	이성엽	건축사	/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	광주의	정체성과	건축	-	윤현석	광주일보	기자

3 정기총회/
법령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23회	정기총회
•	대한건축사협회	제44회	정기총회
•	법령소식

4 건축과	조경 •	조경과	경관건축에	있어서의	랜드스케이프	-	조동범	교수	/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5 건축과	도시 •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	이명규	교수	/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6 건축도시시책 •	천년의	비상,	전라북도	디자인정책과	-	김용현	과장	/	전라북도청	건설교통국	디자인정책과

7 회원탐방 •	정명철	건축사	-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	신영은	건축사기자

8 설계경기 •	정읍박물관	건립	설계공모
•	광주시립박물관	증축	설계공모

9 작폼소개 •	2009년	제1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동상	‘북구청소년수련관	별관’	/	‘라마다	프라자	호텔’	/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10 대학소개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11 대학소식/
퇴임식

•	미시건대학	건축전시회개최	-	이슬기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튜터링	제도	-	이수정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숭례문	가설물’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	조선대학교	‘이청웅	교수’	정년퇴임

12 News

•	로제	베일리(Roger	Bayley)	강연회	-	박신남	건축사기자
•	전북건축사회	정책	간담회	가져
•	전북건축사회	회장상	수여
•	2010년	건축문화사업	닻	올려
•	국토해양부,	내진성능	확보방안	마련
•	전주시건축사회,	‘풍수지리’	세미나

13 News

•	전라남도건축사회	제44회	정기총회
•	전라북도건축사회	제44회	정기총회
•	광주시,	각종	대형문화관	개관
•	나주시,	도래전통한옥마을	조성
•	완도군,	건강테마촌/다목적체육센터	조성
•	전남	동호회	소식(축구동호회)	-	김선종	건축사

14 독자광장

•	수필	-	‘포쇄’	-	범영	논술교사
•	내가	읽은	책	-	‘하악하악’	-	박주연	간호사
•	‘시작의	기회’	-	송다나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3학년
•	건축사	Gallery	&	Photo		-	‘초가집	대문’	-	그림	:	양동현	건축사	

-	‘갓	피어나는	매화’	-	촬영	:	정태호	건축사기자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2010년 3월 (4호)



5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1 표지 •	표지

2 시론 •	우리의	자태(姿態)	-	송건	건축사	/	대호	건축사사무소	대표
•	툇마루의	추억	-	김강수	건축사	/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3 문화유산 •	강변마을의	노래와	함성	-	송인동	교수	/	호신대학교	역사문화자원본부장

4 전통건축 •	21세기	새로운	한옥의	가능성	-	김지민	교수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5 건축과	도시 •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	이명규	교수	/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6 건축과	조경 •	건축공간의	식재설계	-	조동범	교수	/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7 전북건축문화상

•		2009년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	사용승인	부문	대상	‘전주대학교	EM생활	문화관’	
-	사용승인	부문	금상	‘	장수	한누리전당’	
-	계획부문	학생대상	‘전통의	현대화를	통한	한옥마을	문화체험관	계획안’

8 도시건축시책 •	신명수	과장(전라남도청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	-	‘행복마을로	오세요’	-	인터뷰	:	정영법	건축사기자

9 회원탐방 •	박재홍	건축사	-	박신남	건축사기자

10 대학소개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11 대학소식
•	지역과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정보공유의	장으로	-	이수정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광주대학교	초청강연회
•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12 News

•	건축사	승효상,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임
•	광주	야구경기장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발족
•	4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천득염	교수,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지회장	취임
•	2010	상반기	좋은	예감	‘정(情)담회’	개최
•	저1기	건축사	Academy	수강생	모집

13 News

•	전라남도건축사회	제44회	정기총회
•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	윤춘주	변호사	위촉
•	전라북도건축사회	제44회	정기총회
•	광주건축사회	이창율	회원,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으로	선임
•	전북	동호회	소식(골프동호회)	-	장우섭	건축사

14 독자광장

•	수필	-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보람!’	-	신영미	/	광주시	지원동	지역아동센터장
•	내가	읽은	책	-	‘듀이’	-	박신남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유림	대표
•	건축사	Gallery	&	Photo		-	‘산동의	봄’	-	그림	:	김유지	건축사	

-	‘봄	꽃	축제’	-	촬영	:	정태호	건축사기자
•	법령소식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2010년 4월 (5호)



6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1 표지 •	표지

2 시론 •	건축사들의	비전은	어디에?	-	장기종	건축사	/	지산	건축사사무소	대표
•	영혼과	감성으로	빚어내는	공간창조의	매력	-	김옥조	기자	/	광남일보	정치부장

3 진단 •	광주,	전남·북의	건축사회는	융합집단의	공동체	-	이창율	건축사	/	(주)GA	건축사사무소	대표

4-5 전통건축 •	21세기	새로운	한옥의	가능성	-	김지민	교수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6 건축과	도시 •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	이명규	교수	/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7 건축과	조경 •	건축과	조경의	틈새를	찾아라,	레인가든(Rain	Garden)	-	조동범	교수	/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8 건축·도시시책 •		송기항	국장(전주시청	건설교통국)	-	‘미래를	여는	千年	全州’	
-	인터뷰	:	이성엽	전북건축사회	회장	/	정리	:	김기범	건축사기자

9 대학소식

•	조선대	장동국	교수	특별강연회	-	이슬기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	조선대학교	5월의	학술세미나
•	전남대	건축학부	木曜講座	운영
•	동신대	남기봉	교수	대한건축학회	교육상	-	서재형	건축사기자
•	광주대	건축학과	초청강연회	열려	-	이훈희	학생기자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	제6회	우수졸업논문전에서	이	지역	수상자	5명
•	조선대학교	제9회	장미축제
•	조선대에서	한국건축학교육협의회	세미나	열려

10 대학소개 •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11 News

•	정부,	국가차원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확정
•	한국건축가협회상	및	특별상	신청	안내
•	건축사	등장하는	MBC	‘개인의	취향’
•	대한건축학회	건축텍스트북	시리즈	발간

12 News

•	법령소식
•	한국도시설계학회	지역담당에	조선대	건축학부	조용준	교수	선임
•	전북	최상철	건축사,	‘내가	살던	집	그곳에서	만난	사랑’	도서	출판
•	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확	푼다

13 News

•	광주건축사회	‘회원	및	조합원	워크숍’
•	5월에	각종	전국대회	연달아	열려
•	세계측지계	전환	전면	시행	-	김기범	건축사기자
•	전북건축사회,	건축학과	학생	초청	연찬회	-	김기범	건축사기자

14 독자광장

•	수필	-	‘성산포와	영산포’	-	곽성숙	/	광주시	북구	동림동
•	시	-	‘그리운	바다	성산포’	-	이생진
•	내가	읽은	책	-	‘신중한	다윈씨’	-	신영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사람	대표
•	건축사	Gallery	&	Photo		-	‘휴가(休暇)’	-	그림	:	김용주	건축사	

-	‘파르테논	신전의	야경’	-	촬영	:	이순미	건축사	/	미가온건축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2010년 5월 (6호)



7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1 표지 •	표지

2 시론 •	우리는	건전한	경쟁	관계인가!	-	정기호	건축사	/	가산	건축사사무소
•	광주하계U대회와	도시	디자인	-	김영순	/	광주시U대회지원관실	기획홍보담당

3 특집

•		광주건축사회,	‘우리	미래	생존	전략’을	위한	회원	워크숍	개최	
-	그룹화를	위한	세부	추진전략	발표	-	심상봉	/	광주건축사회	부회장	
-	대한건축사협회	발전	2010년도	실천계획	소개	-	이창율	/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	전략의	수립과	시행의	4단계	:	파	·	전	·	시	·	문	-	송병락	/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4 건축과	조경 •	공공건축과	조경에	있어	경관과	장소의	사회성	키우기	-	조동범	교수	/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5 건축과	도시 •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	이명규	교수	/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6 지상강좌 •	미국의	중서부	건축대학	-	장동국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7 그리스	터키	
여행기 •	그리스	건축문화	탐방을	다녀와서	-	이순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표

8 건축·도시시책 •		박인종	과장(광주시청	공원녹지과)	-	‘녹색도시	광주를	목표로	하는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	인터뷰	:	이순미	건축사기자

9 회원탐방 •	여수지역	건축사회	회장	조연준	건축사	-	인터뷰	및	정리	:	박종호	건축사기자

10 대학소개 •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11 대학소식

•	2010년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안당강좌	-	이수정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조선대	5월	학술세미나,	건축	CEO	특강	개최
•	조용준	조선대	교수	광주시	초청강좌
•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정석	교수	특별강연회	-	이순미	건축사기자
•	2010년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국제디자인	워크숍	안내
•	순천대	건축학부	디자인동아리	DH	-	이태헌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12 News

•	제16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를	다녀와서	-	박신남	건축사기자
•	광주시,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공모
•	광주시,	‘인본디자인	전문가	워크숍’	개최
•	‘아름다운	경관만들기’	강병근	교수	특별강연회	-	이순미	건축사기자

13 News

•	광주건축사회,	전국	건축사	축구대회	‘우승’
•	건축문화사랑	주최로	첫	강연회	열려
•	‘건축문화사랑	탐방’	시범적	개최	-	박홍근	건축사	/	편집인
•	2010년	순천·여수지역	한마음	체육대회
•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전북건축사회	방문	-	김기범	건축사기자
•	2010년	전라북도	건축유관기관	체육대회	개최

14 독자광장

•	수필	-	‘꽃들은	어디로	갔을까’	-	강선영	/	경기도	남양주시
•	시	-	‘건축·건축가’	-	유응교	/	전북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	특별기고	-	‘여름철	민박·펜션	등	숙박시설	특별소방안전점검을...’	-	김정훈	/	동신대	소방행정학과	겸임교수
•	건축사	Gallery	&	Photo		-	‘어제처럼’	-	그림	:	김주연	건축사	

-	‘파묵칼레(Pamukkale)’	-	촬영	:	이재현	/	前	한국농어촌공사	함평	지사장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2010년 6월 (7호)



8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1 표지 •	표지

2 시론 •	창조도시와	건축디자인	-	손승광	교수	/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	공공건축물이	사치하면	안	되나요?	-	이정호	건축사	/	전라북도건축사회	부회장

3 건축과	도시 •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	이명규	교수	/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4 문화유산 •	언덕을	감도는	길목과	고샅길의	속살	-	송인동	교수	/	호신대학교	역사문화자원본부장

5 그리스	터키	
여행기 •	그리스	건축문화	탐방을	다녀와서	-	이순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표

6 전통건축 •	전남지방의	누정(樓亭)과	원림(園林)	-	천득염	교수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7 회원탐방 •	김종성	건축사	-	‘피카소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	인터뷰	및	정리	:	김기범	건축사기자

8 설계경기 •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건립	설계공모

9 대학소개 •	목포대학교	건축공학과

10 대학소식

•	제7회	도코모모	코리아	디자인	공모전	대상	수상	-	이수정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운동	‘희망家꾸기’	-	김소희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학부
•	순천대학교	디자인캠프	열어	-	이태헌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2010	경관취약지	개선사업	특별강연회
•	전남대학교	국제	여름학교	운영	-	이수정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11 News
•	제23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입상자	발표
•	광주시	도시디자인	탐사단	활동	개시
•	제46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입상자	발표

12 News
•	법령소식
•	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지회	심포지엄	개최
•	건축문화사랑	주관	‘건축탐방’	성공적으로	개최

13 News

•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	JIA후쿠오카회	방문
•	제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심포지엄’	개최
•	광주건축사회	디자인자문신청	운영방법	개선	안내
•	전북건축사회,	대학생들과	간담회	가져
•	전라북도	건축유관기관(단체)	체육대회	열려

14 독자광장

•	수필	-	‘가족	여행’	-	김매화	/	주부,	광주	광산구	우산동
•	시	-	‘월드컵의	꿈’	-	유응교	/	전북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	특별기고	-	‘수변안전요원	사고자	발생시	행동요령’	-	김정훈	/	동신대	소방행정학과	겸임교수
•	건축사	Gallery	&	Photo		-	‘지난여름’	-	그림	:	김선채	건축사	

-	‘영산포	동섬의	새벽’	-	촬영	:	박종호	건축사기자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2010년 7월 (8호)



9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1 표지 •	표지

2 시론 •	“더위야	물렀거라!”	옛	사람들의	피서	백태	-	조상열	대표	/	대동문화재단
•	일본	요코하마의	새로운	도시창조	활동을	돌아보며	-	남승진	교수	/	동아인재대학	건축과

3 건축과	도시 •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	이명규	교수	/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4 문화유산 •	언덕을	감도는	길목과	고샅길의	속살	-	송인동	교수	/	호신대학교	역사문화자원본부장

5 전통건축 •	THE	LOST	RULER	잃어버린	잣대	-	박강철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6 그리스	터키	
여행기 •	터키의	건축문화	탐방을	다녀와서	-	이순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표

7 건축·도시시책 •	민선	5기,	광주·전남·전북	자치단체장	정책을	알아보다

8 설계경기 •	이순신	명량대첩	승전광장	조성	설계공모
•	강진	시문학파	기념관	건립	설계공모

9 대학소개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10 대학소식

•	광주대학교	‘Together	Gwangju’	최우수작	-	이훈희	학생기자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	전남대학교,	IFoU	여름학교	2010	참여	-	이수정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베이징공대와	자매결연	-	이수정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원광대학교	독거노인	주택보수	봉사활동	-	서민석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11 건축탐방

•		광주	근대문화의	보고(寶庫)	‘남구	양림동!’	
-	‘관계에	대한	의문’	-	이태헌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과	
-	‘전북	토박이,	양림동에	다녀오다		-	김소희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	서민석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12 News •	법령소식
•	광주건축사회,	제1기	‘건축사	Academy’	시행

13 News

•	광주건축사회,	구별(동별)간담회	개최해
•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심포지엄-초청강연	개최
•	디자인자문제도	변경에	따른	포토샵	강좌	진행해
•	전북건축사회	창립	45주년	‘건축문화축제’	개최
•	광주건축사회,	2010년도	하계야유회	가져
•	광주	동호회	소식(축구동호회)	-	심상봉	건축사

14 독자광장

•	수필	-	‘새로운..	새로울	도전...’	-	조성진	/	주부,	광주	서구	금호동
•	내가	읽은	책	-	‘안상수(BABA	PROJECT)’	정명환	건축사	/	디에이건축사사무소
•	시	-	‘배치도’	-	문창식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Gallery	&	Photo		-	‘갈매기의	꿈’	-	그림	:	선기택	건축사	

-	‘	어촌의	새벽’	-	촬영	:	박종호	건축사기자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2010년 8월 (9호)



10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1 표지 •	표지

2 시론 •	‘미술대전’으로부터	‘건축대전’으로	-	윤대한	교수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	자연이	주는	행복	-	이난경	교수	/	광주여자대학교	미술치료학과

3 건축과	도시 •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	이명규	교수	/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4 건축과	
도시디자인 •	도시디자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조용준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5 전통건축 •	전남지방의	전통주거건축	-	천득염	교수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6 그리스	터키	
여행기 •	터키의	건축문화	탐방을	다녀와서	-	이순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표

7 설계경기 •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

8 인터뷰/
지상강좌

•		광주건축사회	‘제1기	건축사	Academy’	초대	원장	류연창	건축사	-	‘교류·소통의	장으로	자리를	잡도록	할	터’	
-	대담	:	박홍근	편집인	/	정리	:	서재형	건축사기자

•	지상강좌	-	‘땅과	건축’	-	정리	서재형	건축사기자

9 광주비엔날레	&	
아트페어

•	광주	비엔날레	66일간의	장정에	돌입하다!!	-	신영은	건축사기자
•	광주	첫	아트페어	‘2010	아트광주’	열려	-	정관성	건축사기자

10 대학소개 •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11 대학소식

•	전북대학교	‘2010	졸업전시회’	-	김소희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학부
•	IFoU	여름학교를	다녀와서	-	이수정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지난여름	오사카에서	-	이훈희	학생기자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	‘Barrier-Free	Design’	원광대	대상	-	서민석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친환경건축디자인공모전	-	이슬기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12 News •	전북건축사회	창립	45주년	기념	‘건축문화축제’	대성황	이뤄	-	김기범	건축사기자
•	광주	북구청	‘광주문화아카데미’	강좌	열어

13 News

•	광주건축사회,	제1기	건축사	Academy	공개강좌	열어
•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관련	간담회	및	심포지엄	열려
•	아시아	문화마루	-	쿤스트할레	광주	개관
•	광주시,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강연회	개최

14 독자광장

•	수필	-	‘지난	여름	휴가’	-	박금희	/	Haworth	이사
•	세무상식	-	박미연	/	박미연	세무사사무소	대표
•	내가	읽은	책	-	‘나무를	심은	사람’	-	박지영	/	(주)건축사사무소	제이원
•	건축사	Gallery	&	Photo		-	‘칠선계곡용소’	-	그림	:	임정구	건축사	

-	‘소경(韶景)	-	촬영	:	박종호	건축사기자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2010년 9월 (10호)



11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1 표지 •	표지

2 시론 •	화정동	재건축,	도심재생의	시작?	-	신태양	교수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	전문가로서의	건축사와	사회적	대응	-	진정	교수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3 건축과	도시 •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	이명규	교수	/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4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	조용준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5 전통건축 •	누교(樓橋)의	상징에	관하여	-	남호현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6 그리스	터키	
여행기 •	터키의	건축문화	탐방을	다녀와서	-	이순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표

7 설계경기 •	진도	조금시장	건립	설계공모

8 인터뷰 •	김완주	전라북도	도지사	-	‘희망을	가꾸겠습니다.’	-	인터뷰	및	정리	:	김기범	건축사기자

9 회원탐방 •	김행범	건축사	-	‘건축은	시대를	대변하는	척도’	-	인터뷰	및	정리	:	박종호	건축사기자

10 대학소개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11 대학소식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회
•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건축전
•	순천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회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회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전
•	제4회	경기도	공공디자인	공모전	금상	-	이태헌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동신대	문화건축학부	이모저모

12 News
•	제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최
•	‘제14회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광주에서	개최
•	전라북도건축문화제	개최	-	김기범	건축사기자

13 News

•	‘2010	건축의	날’	행사	국립중앙박물관에	개최
•	2010	건축사자격시험	5개	권역에서	열려
•	광주건축사회,	광주시복싱선수단	격려	방문
•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준공식
•	‘제1회	한옥건축박람회’	전남건축사회	후원으로	개최
•	광주건축사회,	제1기	건축사아카데미	2,	3차	강좌	진행해
•	광주건축사회,	후쿠오카	건축교류전	참관	위해	방일

14 독자광장

•	수필	-	‘웃통	벗는	사람이	이긴다?’	-	이병우	/	보해양조	이사
•	시	-	‘안드로메다	은하에게’	-	문창식	건축사,	시인	/	우리	건축사사무소	대표
•	내가	읽은	책	-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	서민석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건축사	Gallery	&	Photo		-	‘코스모스’	-	그림	:	강성철	건축사	

-	‘갈대의	향연’	-	촬영	:	박종호	건축사기자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2010년 10월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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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1 표지 •	표지

2-3 축사

•	창간	1주년	기념사	-	공동발행인	-	신정철	광주건축사회	회장,	김강수	전남건축사회	회장,	이성엽	전북건축사회	회장
•	축사	-		강운태	광주광역시	시장,	윤봉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완주	전라북도	도지사,	김호서	전라북도의회	의장,	

최영집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강남구	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	최규철	광주예총연합회	회장,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윤현석	광주일보	기자,	문형록	반석기초이엔씨(주)대표이사,	
황정복	대한여성건축사회	회장,	김영수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천득염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지회장,	
장호직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장

4-5 창간	1주년	
기념	좌담회

•		창간	1주년	기념	좌담회	‘건축문화사랑’의	진단과	발전방향	
-	토론자	:		곽규호	전남매일	기자,	류영국	지오게이트	대표,	박호재	광주문화재단	설립준비	위원,	

윤대한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창율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박홍근	편집인	
-	정리	:	서재형	건축사기자

6 광주건축·도시	
문화제	1 •	2010년	제1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품전

7 광주건축·도시	
문화제	2

•	광주·후쿠오카	건축교류전
•	대학생	우수	건축작품전
•	독일	건축전

8 광주건축·도시	
문화제	3

•	건축·사진	공모전	작품	전시
•	건축·도시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	작품	전시
•	건축	민원상담실	운영
•	광주	건축	MAP	발간

9 광주건축·도시	
문화제	4

•	2010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시민건축투어
•	건축문화	심포지엄	초청강연	세	번째	강연	개최
•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	전시
•	전야행사로	진행되는	‘건축인의	밤’

10 광주건축·도시	
문화제	5

•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전시
•	아름다운	공동주택	전시회
•	그	밖에	특별행사

11 광주건축·도시	
문화제	6 •	제14회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광주개최

12 특집시론 •	공정한	사회,	공정한	건축	-	이상림	회장	/	(사)한국건축가협회
13 건축과	도시 •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	이명규	교수	/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4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	조용준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15 설계경기 •	전남농업기술원	종합연구동	신축	설계공모
•	전남대학교	동아시아	교육센터	신축	설계공모

16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개최	-	김기범	건축사기자

17 전라남도	
한옥건축박람회

•	제1회	한옥건축박람회	-	박종호	건축사기자
•	‘전남건축사회	건축인의	밤’	개최

18 대학소개 •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19 대학소식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51회	건축전	-	이슬기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초청강연회	-	이훈희	학생기자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건축전	개최
•	제11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응모작	‘Eri-on’	-	서민석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20 자랑스런	건축인 •	2010	자랑스런	건축인	‘전남대학교	故임영배	교수’

21 News
•	대한민국	건축사!	이제는	광주를	향해!
•	제6회	대한건축사연합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	광주건축사회,	제1기	건축사아카데미	6차	강좌	진행

22 독자광장
•	수필	-	‘행복의	경제학’	-	강선영	/	주부,	경기도	남양주시
•	내가	읽은	책	-	‘소설로	읽는	프로젝트	관리	데드라인’	-	박지영	대리	/	(주)건축사사무소	제이원
•	건축사	Gallery	&	Photo		-	‘연방죽’	-	그림	:	차은영	건축사	

-	‘무등산의	여명’	-	촬영	:	박종호	건축사기자

23 편집후기 •		박홍근	발행인	/	이순미,	서재형,	박신남,	신영은,	박종호,	정영법,	정관성,	김기범	건축사기자	/	곽승국	전담기자	/	
이수정,	이훈희,	서민석,	이슬기	학생기자

24 전면광고 •	광고

2010년 11월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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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1 표지 •	표지

2 시론 •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나눈다는	것은	-	홍기남	국장	/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국
•	청소년들에게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조성	-	남기봉	교수	/	동신대학교	문화건축학부

3 특별기획

•	2012년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광주	유치
•	건축사	승효상,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선임
•	전주한옥마을	슬로시티	지정
•	옛	전남도청	별관	지금까지	철거	논란	중
•	세계적	건축거장들,	광주에	어반폴리	디자인	계획
•	건축사	아카데미	시작
•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	철거에서	보존으로	선회
•	다가구주택에	대한	의식변화	필요

4 건축과	도시 •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	이명규	교수	/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5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	조용준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6 사람	&	issue •		안태경	건축사	/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계의	어른	안태경	건축사를	만나다.’	
	-	정리	:	서재형	건축사기자

7 작품소개 •	2010년	제1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	‘광주영상복합문화관’

8 국내	건축기행 •	전주	한옥마을	탐방	-	박신남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유림	대표

9 해외	건축기행 •	일본	건축	기행	-	박홍근	건축사	/	포유	건축사사무소	대표

10 대학소개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11 대학소식

•	광주대	건축학과,	전국공모전에서	다수	수상자	내	-	이훈희	학생기자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	전남대학교	진로정보	제공하는	진로	아카데미	개최	-	이수정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전북대	건축학과,	농어촌	건축대전에서	대상	수상	-	김소희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학부
•	2010	제6회	전북	학생건축대전	개최	-	김소희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학부
•	해외탐방	-	‘후쿠오카,	일본	산업시찰을	다녀와서’	-	권진석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	학생기고	-	‘Where	Are	You	Going’	-	서민석	/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12 News

•	광주시,	광주국제인본디자인도시포럼	개최
•	2010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	정림건축	故김정철	명예회장,	100억	원	기부
•	조선대	임만택	교수,	생태환경건축	우수상	수상

13 News

•	건축사공제조합	2011년	1월부터	사업개시
•	여수건축사회	‘제3회	여수	건축문화제’	열어
•	전북	최상철	건축사	집필도서,	문광부	우수	도서에	선정	-	김기범	건축사기자
•	광주건축사회,	‘제1기	건축사아카데미	7~11차	강좌’	진행
•	전라북도건축사회	‘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	전북건축사회,	‘사랑의	화재감지기’	기증	-	김기범	건축사기자
•	동호회	소식(미술동호회)	-	양동현	건축사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자리끼’	-	최상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	내가	읽은	책	-	‘참살이	한옥’	-	최윤선	/	장	건축사사무소
•	한편의	시	-	‘雲鳥樓’	-	유응교
•	건축사	Gallery	&	Photo		-	‘가을날의	요정’	-	그림	:	양동현	건축사	

-	‘여행’	-	촬영	:	이순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15 문화제	이모저모 •	제7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총결산

16 전면광고 •	광고

2010년 12월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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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1 표지 •	표지

2 시론

•	신년사		-	신정철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	김강수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	이성엽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	도시라는	무대	위에서	건축가는	‘타이틀	롤’을	맡고	있는가?	-	박호재	실장	/	(재)광주문화재단	문화정책실
•	건축가의	생존을	위한	브랜드	-	윤기병	교수	/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3 특별기획 •	무엇이	‘다가구주택(원룸)’을	불법투성이로	만드는가?	-	취재	및	정리	:	서재형,	박신남	건축사기자

4 건축과	도시 •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	이명규	교수	/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5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	조용준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6 전통건축 •	지리산	선교사	건축유적의	특징	-	남호현	교수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7 사람	&	issue •		이봉수	건축사	/	(주)삼진	건축사사무소,	문화재기술자	-	‘한국전통건축	지킴이’	
-	인터뷰	및	정리:	정영법	건축사기자,	사진	:	박종호	건축사기자

8 특별기고Ⅰ •	건축기본법의	해부학	-	이창율	건축사	/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주)GA	건축사사무소	대표

9 특별기고Ⅱ •	건축계획과	환류(Feed	Back)하는	지구단위계획	-	양동현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AD그룹	대표이사
•	삶속에서	-	‘여성	건축사로	살아가기’	-	신영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사람	대표

10 작품소개 •	2010년	제1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은상	‘빛고을시민문화관’	/	‘김치종합센터’

11 설계경기 •	2012	국제농업박람회	생명농업관	건립	설계공모

12 News

•	각	시도건축사회	시무식	가져
•	광주건축사회,	건축사아카데미	12차~13차	강좌	진행
•	광주	류연창	건축사,	광주예술문화상	대상	수상
•	제13회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	미술전
•	전북건축사회,	특별한	송년의	밤	개최
•	광주건단협,	충북대	이만형	교수	초청강연	개최

13 News
•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어번폴리	현상설계공모
•	호남대	최명규	교수,	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에...
•	법령소식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당당한	이별’	-	강재구	/	(주)삼흥건설	차장
•	한편의	시	-	‘득량만’	-	문창식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내가	읽은	책	-	‘사막을	건너는	여섯가지	방법’	-	강선영	/	출판	프리랜서
•	건축사	Gallery	&	Photo		-	‘가을’	-	그림	:	정태호	건축사	

-	‘2011년	신묘년	새해	첫날	아침	나주공산에서’	-	촬영	:	박종호	건축사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2011년 1월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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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1 표지 •	표지

2 시론 •	‘4대강리스크’,	궁금하십니까?	-	김진애	/	국회의원,	국토해양위

3 특별기획 •	광주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관한	고찰	-	정리	:	이순미	건축사기자

4 건축과	도시 •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	이명규	교수	/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5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	조용준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6 작품소개 •	2010년	제14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동상	‘TURTLE	HOUSE’	/	‘상무	힐스테이트’	/	‘광산	미래아동병원’

7 특별기고 •	아시아	문화전당,	옛	도청	별관철거에	대한	논점과	그에	대한	의견	-	박홍근	편집인

8 건축탐방 •	건축사	아카데미	:	건축탐방	-	자료제공	:	정광민	건축사,	정리	:	박신남	건축사기자

9 회원탐방 •	이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건사	-	‘나에게	건축은	종교와도	같다!’	-	취재	및	정리	:	서재형	건축사기자

10 전면광고 •	광고

11 News

•	‘2012여수엑스포타운	내	한옥단지	조성사업’	현상설계경기
•	각	대학	홈페이지	관리허술	심각	-	서재형	건축사기자
•	전남대	건축학부,	‘Rhino’	소프트웨어	강좌	진행
•	‘2011	바이오하우징	국제세미나’	개최
•	각	대학	학위	수여식	일정
•	학생기고	-	‘나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	-	서민석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12 News
•	광주건축사회,	제24회	정기총회	3월	4일	개최
•	제1기	‘광주건축사	Academy’	수료식	열려
•	광주문화재단,	지난	1월초	공식	출범해

13 News

•	광주건축사회	제13대	회장	및	감사	선거	일정
•	전남건축사회,	2011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광주야구장,	턴키방식으로	시공사	선정키로...
•	대한건축사협회	제29대	회장	및	2011년	감사	후보자	안내
•	법령소식

14 독자광장

•	삶속에서	-	‘월야(月夜)주택’	-	이순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표
•	한편의	시	-	‘지역연고	지상주의’	-	유응교	/	전북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	내가	읽은	책	-	‘건축물에는	건축이	없다’	-	전장규	/	온고을중	교사
•	건축사	Gallery	&	Photo		-	‘구례	압록계곡에서’	-	그림	:	김유지	건축사	

-	‘도래마을	겨울풍경...’	-	촬영	:	정영법	건축사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2011년 2월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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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1 표지 •	표지

2 시론 •	우리가	지금	먼저	해야할	일들	-	양동협	건축사	/	(주)한길종합	건축사사무소
•	광주의	건축	‘이야기’를	듣고	싶다.	-	김미은	기자	/	광주일보	문화생활부

3 협회소식

•	광주건축사회장	취임사	-	심상봉	건축사	/	광주건축사회	제13대	회장
•	광주건축사회	제24회	정기총회	개최
•	대한건축사협회	제29대	강성익	회장	취임
•	전남건축사회,	3월	16일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	전북건축사회,	3월	17일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4-5 특별기획 •	어반폴리	프로젝트,	광주	옛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다

6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	조용준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7 전통건축 •	질병공동체	애양리마을의	형성과	공간변화	-	남호현	교수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8-9 특별기고 •	환경과	건축,	도시,	그리고	조경	-	윤기병	교수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10 작품소개 •		2010년	전주시	아름다운	건축상	
-	대상	‘전주우체국청사’	/	금상	‘우진문화공간’	/	은상	‘전주성결교회’	/	동상	‘동화속	어린이집’

11 사람	&	issue •	김유지	건축사	/	유지	건축사사무소	대표	-	‘그림	그리는	건축사’	-	취재	및	정리	:	신영은	건축사기자

12 News

•	전남대학교	박물관	“정기용	건축展”	개최	-	김예루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전남대,	목포대	건축학교육인증	획득	
-	김예루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김봉석	학생기자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	광주건축사회	제13대	회장	후보자	공개토론회	개최
•	방호	주거시설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김기범	건축사기자
•	학생기고	-	‘빛’	나는	졸업장	-	서민석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13 News •	건축문화사랑,	제1회	대학생기자와의	간담회
•	전주시건축사회	제23회	정기총회	개최	-	김기범	건축사기자

14 독자광장

•	삶속에서	-	‘공부의	즐거움’	-	강선영	출판	프리랜서
•	한편의	시	-	‘神木’	-	문창식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내가	읽은	책	-	‘내생애	단한번’	-	박지영	/	(주)건축사사무소	제이원
•	건축사	Gallery	&	Photo		-	‘언제쯤...’	-	그림	:	김주연	건축사	

-	‘강정천에서	바라본	범섬의	일출’	-	촬영	:	박종호	건축사기자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2011년 3월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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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1년 4월 (17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건축과	디자인의	만남	-	송진희	교수	/	호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3 취임사 •	전남건축사회장	취임사	-	윤문곤	건축사	/	전남건축사회	제26대	회장
•	전북건축사회장	취임사	-	이성엽	건축사	/	전북건축사회	제24대	회장

4 회고문
•	광주건축사회장	회고문	-	신정철	건축사	/	광주건축사회	제12대	회장
•	전남건축사회장	회고문	-	김강수	건축사	/	전남건축사회	제25대	회장
•	전북건축사회장	회고문	-	이성엽	건축사	/	전북건축사회	제23대	회장

5 건축과	도시계획 •	전주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의	변화	-	김현숙	교수	/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6 서양의	주거문화 •	독일통일과	(구)동독지역	주택공급(과제)	-	남기봉	교수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7 세계도시탐험 •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	조용준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8 삶과	건축 •	건축가의	생존	-	윤기병	교수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9 건축도시시책 •	과도한	디자인	버려야	도시	경쟁력	생긴다	-	정기석	과장	/	전라남도	공공디자인과

10 설계경기 •	장흥	석대들	전적지	성역화	사업	건축설계경기
•	광주	선우학교	등	3교(수완8초,	신용중)	학교신설	설계공모

11 대학소식

•	전남대	건축학부,	IFoU	정회원으로	가입	-	김예루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2011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	조선대	건축학전공,	2011	Open	Lecture
•	전북대학교,	BIM설계	도입
•	조선대	임만택	교수,	‘친환경건축’	등	개정판	출간
•	학생기고	-	‘잘못된	만남’	-	서민석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12 News

•	광주건축사회,	제13대	심상봉	회장	취임
•	전남건축사회,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	전북건축사회,	제45회	정기총회	개최
•	전주시건축사회,	제23회	정기총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	업무대행자	선정	전산화	시행

13 News

•	광주시,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	2층	이하	신축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키로	추진
•	일본대지진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성금기탁
•	도시형생활주택	호남권	설명회,	광주서	개최
•	광주건축사회	단신		-	홈페이지에	‘회원고충처리’란	개설	

-	고문변호사,	윤춘주	변호사	재	위촉

14 독자광장

•	삶속에서	-	‘에베레스트	샹보체(3,880m)	트레킹’	-	최진호	건축사	/	우창	건축사사무소
•	한편의	시	-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	유응교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	내가	읽은	책	-	‘건축을	향하여’	-	김영오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생
•	건축사	Gallery	&	Photo		-	‘첫눈’	-	그림	:	김선채	/	뉴텍	건축사사무소	

-	‘구례	산수유’	-	촬영	:	이재현	/	한국농어촌	공사	前	함평지사장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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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18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지구단위계획의	재인식	-	노경수	교수	/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3 특별기고 •	내진설계	강화에	따른	건축사의	역할	-	정명철	건축사	/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4-5 근대건축물	답사 •		빛고을시민문화관	별관(구,	전남도체육회관,	1981)	-	‘건축물	탐방,	광주에서	만난	故	김수근	건축사’	
-	취재	및	정리	:	박홍근	편집인,	박종호	건축사기자

6 건축과	도시계획 •	전주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의	변화	-	김현숙	교수	/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7 서양의	주거문화 •	독일통일과	(구)동독지역	주택공급(과제)	-	남기봉	교수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8 삶과	건축 •	건축가의	생존	-	윤기병	교수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9 사람	&	issue •		류연창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가람건축	대표	-	‘호남의	현대건축을	이끈	대표적인	건축인	한	사람!’	
-	취재	및	정리	:	서재형	건축사기자

10 설계경기 •	순천대학교	디지털문화콘텐츠지원센터	및	국제교류교육·컨벤션관	신축공사

11 News

•	도코모모	코리아(한국근대건축보존회)
•	2011	한국농촌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초청	강연회	개최	-	이훈희	학생기자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	조선대	임만택	교수,	소우	저작상	수상
•	호남대	김흥식	교수,	건축학회	학술상	수상
•	World	Trade	Center의	붕괴와	인종차별	그리고	인권의	문제	-	서민석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전북건축사회,	전라북도교육청	시설과와	간담회	개최
•	흙의	건축사	故	정기용,	흙으로	돌아가다	-	김예루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12 News

•	본지	박홍근	편집인,	지역	일간지서	‘뉴파워	59인’에	선정
•	광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단	모집
•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	강운태	시장과	면담가져
•	제17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광주개최
•	광주공원	내	시민회관	명품	건축물로	재창조	될까?
•	광주건축사회단신		-	제5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전국시도건축사회	회장단	광주	워크샵	
-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	조선이공대학과	협약	추진	
-	업무대항지원팀	운영제도	개선

13 News
•	전국	시·도	건축사회	사무국·처장	광주	방문
•	2011년	‘젊은	건축가상’	공모
•	건축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용서하는	마음’	-	김순정	/	전남	순천시	배들마을
•	한편의	시	-	‘펄서’	-	문창식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내가	읽은	책	-	‘감응의	건축’	-	김종성	건축사	/	CL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Gallery	&	Photo		-	‘소나무’	-	그림	:	차은영	건축사	

-	‘잠자는	그네의(?)	공주’	-	촬영	:	천경훈	건축사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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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 •	표지

2 시론 •	성공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가는	길	-	최규철	회장	/	한국예총광주시연합회

3 건축과	도시환경 •	골목길의	매력찾기와	복원·재생	-	남승진	교수	/	동아인재대학	건축학과

4-5 특별기획 •	앞으로	1년,	2012여수세계박람회!	바다	위의	전시장은	언제	떠오르나?	-	취재	및	정리	:	서재형	건축사기자
•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렇게	조성된다

6 사람	&	issue •		최진호	건축사	/	우창	건축사사무소	대표	-	‘대다수의	건축사를	대변하는	전천후	건축사’	
-	취재	및	정리	:	양우현	건축사기자

7 건축과	도시계획 •	전주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의	변화	-	김현숙	교수	/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8 건축문화포럼-
탐방 •	늦은	봄날의	근대·전통	건축물	향연	-	박신남	건축사기자

9 탐방후기
•	근대건축과	전통건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	탐방	-	장주열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5학년
•	우리	건축문화의	역사를	좀	더	주의	깊게	찾아보는	계기되어	-	강현제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4학년
•	많은	건축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건축문화포럼	-	이수정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5학년

10 설계경기 •	무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경기

11 News

•	저층	건축물	구조계산	프로그램	‘midas	eGen(이:젠)’	설명회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2011년	1학기	초청강연회	-	이훈희	학생기자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Universal	Design	특강	-	장주열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워크샵	및	SCRIPT	설계경기,	전문가	초청강연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초청강연회	-	김예루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사)한국농촌건축학회,	호남대서	춘계학술발표대회	가져	-	서재형	건축사기자
•	학생기고	-	‘정의의	이름으로...’	-	서민석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12 News

•	제17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총회	광주	개최
•	전북건축사회,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공식	방문
•	한국·오스트리아	지속가능한	국제건축전
•	LG하우시스	2011년	신제품	설명회

13 News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시민안전	결의대회’
•	대동문화재단,	‘건축공간과	정치논리’라는	주제로	포럼	개최
•	전북건축사회,	협회발전을	위한	워크숍	및	초청강연회	열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희망관을	지으며...’	-	정미혜	원장	/	광주성빈여사
•	한편의	시	-	‘물밑	길’	-	문창식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내가	읽은	책	-	‘부부건축가의	건축외길	50년’	-	최유미	/	건축사시험	준비생
•	건축사	Gallery	&	Photo		-	‘설악산	선녀계곡’	-	그림	:	김유지	건축사	

-	‘삶의	무게’	-	촬영	:	이광영	건축사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2011년 6월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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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0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창조도시	광주	1년을	맞이하며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창조공간문화지도	만들기	
-	이무용	교수	/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3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	조용준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4-5 근대건축물	답사 •		건축물	탐방,	광주MBC문화방송국에서	한국	건축계의	거장	건축사	故	김중업의	숨결을	느끼다	
-	취재	및	정리	:	정영법	편집위원,	서재형	건축사기자

6 건축과	도시계획 •	전주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의	변화	-	김현숙	교수	/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7 사람	&	issue •		노경윤	건축사	/	(주)토마	건축사사무소	대표	-	‘시만과	함께하는	건축전문가’	
-	취재	및	정리	:	천경훈	건축사기자,	서재형	건축사기자

8 설계경기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및	전시물	신축공사

9 기업탐방 •	반석기초이앤씨(주)[대표	:	문형록]

10 News
•	제24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입상자	발표
•	전북대학교	‘한옥	설계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돼
•	제47회	전라남도	미술대전	입상자	발표

11 News

•	영광	문화예술회관,	국제공공디자인대상에서	대상	받아
•	전남대학교,	국제적인	수준의	건축디자인	워크숍	개최
•	전북지역	건축유관기관(단체)	체육대회	개최
•	전북건축사회,	원광대	건축학과(5학년)와	간담회	개최
•	전라북도	주택	문화	발전을	위한	워크숍	열려
•	광주시	장상근	前	국장,	광주건설협회	부회장으로	취임

12 News

•	지속가능한	국제건축전	광주·전남에서	성황리	열려
•	광주시,	‘2011년도	제6회	공중화장실	설계	공모전’	참여독려
•	광주	어반폴리	프로젝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	전라북도,	‘전라북도	건축	기본계획’	수립
•	지역건축사회	단신		-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자랑스런	건축인	추대	

-	국제교류업무	제휴	협약	추진키로	해	
-	전남	목포지역	건축사회	체육대회	개최

•	법령소식

13 News
•	광주건축사회,	시민안전	결의대회와	체육대회	개최해
•	광주건축사회	차은영	건축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구협의회장	선임
•	제1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건축문화상	작품모집	공모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베란다	텃밭을	가꾸며’	-	강선영	/	출판	프리랜서
•	한편의	시	-	‘치마에	불붙은	누이’	-	문창식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내가	읽은	책	-	‘양치기	리더십’	-	박지영	과장	/	(주)건축사사무소	제이원
•	학생기고	-	‘백일몽’	-	서민석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건축사	Gallery	&	Photo		-	‘만삭’	-	그림	:	강성철	건축사	/	디자인그룹	현대	

-	‘밭고랑’	-	촬영	:	박은영	독자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21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1년 8월 (21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지금이라도	예술의	거리	일대에	눈을	돌려야	한다	-	신석균	교수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3 인물 •	김영준	건축사	/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폴리	큐레이터	-	취재	:	박홍근	편집인,	신영은	건축사기자

4-5 특별기획 •	세계적	생태도시를	향한	전남	순천의	아름다운	도전,	2013순천국제정원박람회

6 건축과	도시계획 •	전주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의	변화	-	김현숙	교수	/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7 삶과	건축 •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	상	-	윤기병	교수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8 설계경기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신축공사

9 사람	&	issue •		박화수	건축사	/	(주)GA	건축사사무소	-	‘작가는	오직	작품으로	말할	뿐이다	_	이·노사아리넨’	
-	취재	:	박신남	건축사기자

10 News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박강철	교수	정년퇴임식
•	전북대학교,	한옥건축기술	종합센터	열어

11 News
•	광주폴리(Folly),	9월	2일	일반시민들에게	공개
•	광주	현대사	중심에	자리했던	전일빌딩	헐린다
•	해외건축문화탐방	-	‘캄보디아	전통건축-쓰바우(캄보디아	전통	집)짓기’	-	장주열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12 News

•	2011	전국순회	건축정책포럼	광주에서	두	번째로	열려
•	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11’	광주	개최
•	전북건축사회,	건축사사무소	운영합리화	위한	강연회	개최
•	전라북도	진안군,	살기	좋은	농촌마을만들기	축제	개최

13 News
•	전남건축사회,	제1·2차	건축사인증교육	실시해
•	전주	한옥마을	전체성	보전위한	대책	마련된다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학생기고	-	‘Paradigm	Shift’	-	서민석	학생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한편의	시	-	‘뭣이	그리	좋을꼬...’	-	이철현	/	광주	YMCA	간사
•	내가	읽은	책	-	‘「김승옥·무진기행」을	읽고...’	-	김동욱	감리단장
•	건축사	Gallery	&	Photo		-	‘산’	-	그림	:	장기종	건축사	

-	‘여름날의	추억’	-	촬영	:	박종호	건축사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22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1년 9월 (22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자연과	인간	그리고	지방건설업계	자긍심	-	조형근	교수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3 Hot	Issue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막	오르다	-	박종호	건축사기자

4 건축과	도시계획 •	세계의	신도시	-	도영준	교수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5 삶과	건축 •	건축계의	노벨상!	프리츠커	상	-	윤기병	교수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6 설계경기 •	목포대학교	교육지원센터	신축공사

7 사람	&	issue •		조창호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	-	‘나는	건축사다!’	-	취재	및	정리	:	양우현	건축사기자

8-9 특별기획 •	광주의	세계적	작가의	건축	폴리둘레길	조성되다!	광주폴리	준공

10 News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김정섭	교수	별세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박강철	교수	정년퇴임식	열려

11 News

•	승효상	건축사,	광주문화재단	‘문화나무	상상강좌’	강연	나서
•	광주	사직공원에	문화예술향기	불어	넣는다
•	2011	건축사자격시험	5개	권역에서	열려
•	조선대학교	건축학전공	‘2011	Open	Lecture’
•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11’	폐막...	작품	250점	판매
•	광주시민회관	재조성	설계	본격	추진된다
•	학생기고	-	‘광주폴리답사와	디자인비엔날레	투어를	마치고...’	-	최윤서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3학년

12 News

•	UIA	동경대회,	호남지역	건축사회원	50여	명	참관예정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호남권	건축정책포럼	광주서	개최
•	광주건축사회,	제2기	건축사	Academy	개설
•	지능형	건축행정	적법성검토시스템	사용자교육	시행
•	지역건축사회단신		-	광주·전남건축사회장단	간담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원,	광산구청장과	간담회	가져	
-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	2011	지역발전주간	행사	참석	
-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13 News

•	전북도·정읍시건축사회,	정읍시에	수재민	돕기	성금	전달
•	‘폴리를	가꾸는	사람들(폴가사)’,	제2차	시민토론회	열어
•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과	임원,	추석맞이	봉사활동	나서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오늘도	난	대나무	숲을	걷는다.’	-	신동호	관리부장	/	담양	대나무골테마공원
•	한편의	시	-	‘자동안마’	-	문창식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학생기고	-	‘자이니치	이야기’	-	서민석	학생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내가	읽은	책	-	‘양치기	리더십’	-	박지영	과장	/	(주)건축사사무소	제이원
•	건축사	Gallery	&	Photo		-	‘항구’	-	그림	:	양동현	건축사	

-	‘자연의	‘켜’나눔’	-	촬영	:	천경훈	건축사

15 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23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1년 10월 (23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예향	광주에서	만난	사람들	-	민현식	교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3 Hot	Issue •	2011년	하반기는	건축문화축제	시즌	-	취재	및	정리	:	박신남	건축사기자

4-5 기획_인물 •	전남건축계의	1세대	건축사	故	김한섭을	만나다	-	취재	및	정리	:	박종호	건축사기자

6 건축과	도시계획 •	세계의	신도시	-	도영준	교수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7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	조용준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8 설계경기 •	순천만	자연의	소리	체험시설	조성사업

9 사람	&	issue •		서계원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서건축	-	‘전문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건축사’	
-	취재	및	정리	:	이광영	건축사기자

10 News

•	2011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작품전	&	총동창회
•	2011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회	개최
•	2011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전시회	진행
•	광주·전남·전북지역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작품전	일정
•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	한	달째
•	2011	포뮬러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	2012	행복마을	성공전략을	위한	한옥시공관계자	워크샵

11 News

•	광주시,	제2차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	강연회	열어
•	2011	건축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광주시민회관	재조성사업	설계경기,	공개심사	실시한다
•	조선대학교	건축학전공	‘2011	Open	Lecture’
•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옥외광고물	규제	본격화	한다
•	전북	전주시	북부권	문화관	설계공모	‘(주)길	건축사사무소’	당선
•	축제의	달	10월,	광주·전남·전북지역	행사	안내
•	학생기고	-	‘인간은	지구의	암세포인가’	-	서민석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12 News

•	광주건축사회가	마련한	제2기	건축사	Academy	개강
•	광주건축·도시문화제	도심재생공모전	공개심사	열린다
•	건축문화사랑	창간2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
•	문화제	심포지엄-도창환	건축사	강연	열린다
•	경상북도	포항지역건축사회,	광주에서	건축문화	탐방	및	세미나	열어
•	지역건축사회단신		-	광주건축사회,	2011년	월례회의	개최	

-	광주건축사회	정상채	회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해	
-	광주건축단체연합회,	그림·사진공모전	심사	진행해	
-	UIA	2011	동경	제24차	세계건축대회	참석

13 News
•	광주건축사회,	광주시복싱선수단	격려	방문
•	건축문화사랑	창간2주년을	맞이하며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1507호에게...’	-	최유미	주부	/	목포시	산정동
•	한편의	시	-	‘그때를	그리워하다’	-	곽승원	/	광주	양만수협
•	내가	읽은	책	-	‘선사시대	사랑이야기’	-	강선영	/	출판	프리랜서
•	건축사	Gallery	&	Photo		-	‘복사꽃’	-	그림	:	조영철	화가·건축사	/	모양	건축사사무소	

-	‘부안내소사	설선당’	-	촬영	:	박상윤	건축사기자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24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1년 11월 (24호)

1 표지 •	표지

2 기념사	&	축사 •	창간	2주년	기념사	-	공동발행인(심상봉	광주건축사회	회장,	윤문곤	전남건축사회	회장,	이성엽	전북건축사회	회장)
•	창간	2주년	축사	-	강성익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상정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3 특집시론 •	문화와	건축의	어울림	-	이병훈	단장	/	문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4-5 특집기획 •		건축문화사랑	창간	2주년	기념	발행인	및	편집위원	간담회	-	‘지역의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매체로	발전시켜	나가자!’	
-	정리	:	서재형	건축사기자

6 광주문화제소식 •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	제1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품	전시회 •	건축인의	밤	전야제	행사

7 광주문화제소식

•	해외	건축전
•	대학생	우수	건축작품전
•	건축·사진	공모전	대회	입상	작품전시
•	건축문화	심포지엄

•	광주·후쿠오카	건축교류전
•	건축·도시	그림그리기대회	입상	작품전시
•	2011	광주도심재생공모전	입상작	전시

8 광주문화제소식
•	광주근대건축작품전
•	건축체험교실
•	건축민원상담	및	건축취업상담코너

•	특별행사
•	광주건축지도	신간발간
•	2011	자랑스런	건축인에	최춘화	건축사	추대

9 전북문화제소식
•	2011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	제12회	전북	건축문화상	시상	및	전시
•	2011	건축영화제	진행

•	국제건축작품	전시	및	시회전
•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학술발표회와	건축포럼

10 건축과	도시계획 •	세계의	신도시	-	도영준	교수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11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	조용준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12 설계경기 •	전북	전주시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공사

13 News
•	유네스코	국제	흙	건축	학술대회,	목포대에서	열려
•	제25회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건축전	열려
•	2011	농어촌	재생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건축가	워크숍

•	세상에	이런	건축물이?	역피라미드	형	건축물	디자인	이슈
•	광주시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	3곳	선정
•	광주대	건축학과	‘2011	초청강연회’	-	이훈희	학생기자

14 News
•	전주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11월	1부터	시행
•	전주시	영화의	거리	시설물,	‘국제공공디자인대상’	최우수상	수상
•	전북	군산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성황리에	폐막
•	광주시,	제3차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강연회	열어
•	광주·전남·전북	11월	지역	축제	안내

15 News
•	광주건축사회,	2011	월례회의	개최해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회,	광주·전남지역	방문
•	광주건축사회	제2기	건축사아카데미	2차	강좌	진행해

•	2011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	부문	최종	발표
•	광주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설명회	열린다
•	한국건축산업대전	2011	성황리에	막	내려

16 News •	전남건축사회,	2011	건축인의	밤	개최한다
•	건축문화사랑	창간	2주년을	맞이하며 •	법령정보

17 독자광장

•	내가	읽은	책	-	‘간송	전형필’	-	김은지	/	광주	북구	두암동
•	한편의	시	-	‘그	여인의	청춘예찬’	-	곽승원	/	광주	양만수협
•	학생기고	-	‘死람人’	-	정세영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세상사는	느낌	-	‘생활속의	황금비율’	-	강재구	/	(주)삼흥건설	차장
•	건축사	Gallery	&	Photo		-	‘잠깐의	포즈’	-	그림	:	박상찬	건축사	

-	‘무슬포	일출’	-	촬영	:	박종호	건축사기자

18 편집후기 •		박홍근	편집인	/	정명환,	박상윤,	서재형,	이순미,	이광영,	박신남,	천경훈,	박종호,	양우현,	신영은	건축사기자	/	서민석,	
김예루	학생기자

19 전면광고 •	광고

20 전면광고 •	광고



25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1년 12월 (25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두꺼비집과	‘괭이부리말’	공동체	-	류영국	대표	/	지우시티(주),	공학박사

3 작품소개 •	2011년	제1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대상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4-5 기획 •	광주공원	시민회관	재조성사업	지명초청공모	과정과	결과	그리고	과제	-	이효원	교수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6 건축과	도시계획 •	세계의	신도시	-	도영준	교수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7 건축과	
세계도시탐험 •	세계	도시매력의	원천을	가다	-	조용준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8 설계경기 •	전남대학교	어린이병원	신축공사	설계경기

9 사람	&	issue •		김강수	건축사	/	(주)연우	건축사사무소	-	‘민원의	책임감을	가진	건축사’	
-	취재	:	박종호	건축사기자,	정리	:	박신남	건축사기자

10 기고문

•	건축물	답사기	-	‘영암	한옥호텔	영산재와	해남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	최유선	건축사보	/	건축사사무소	선
•	학생기고		-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과자건축전시를	마치며...’	-	장주열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걸림돌과	디딤돌’	-	정세영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전남대학교	2011	추계	학술	대회	-	김예루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11 News

•	신영은	건축사와	승효상	건축사	협업	작품	광주에	들어서다
•	광주시	도시재생과	안용훈	사무관	시정	유공	표창	받아
•	광주시	제4차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강연회	열어
•	(사)광주건단협,	2011	도시건축	심포지엄	개최하다
•	제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12 News

•	2011	전북건축사	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	양우현	건축사기자
•	故	김중업	건축사가	설계한	군산시민문화회관	매각
•	전주시	건축직	공무원	모임	건전회,	연탄봉사	활동	펼쳐
•	전주시	‘한옥마을	상업시설	규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	전남	여수건축사회	제4회	여수건축문화제
•	광주건축사회	제2기	건축사아카데미	수료식	개최한다
•	전라북도	예비	건축인들의	활약	돋보이다
•	광주건축의	모든	것	‘광주건축사(史)’	출간되다
•	광주·전남·전북지역	12월	지역	축제	안내

13 News •	전남건축사회,	2011	건축인의	밤	개최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나는	대한민국	주부로소이다’	-	김영란	주부	/	광주	수완동
•	한편의	시	-	‘罰’	-	김민주	과장	/	광주건축사회
•	내가	읽은	책	-	‘건축을	묻다’	-	이광영	/	리가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Gallery	&	Photo		-	‘유지경성’	-	서예	:	제당	추원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	‘백양사(수석전시관앞감나무)’	-	촬영	:	김찬용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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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2년 1월 (26호)

1 표지 •	표지

2 신년사
•	공동신년사	‘2012	임진년!	독자여러분	힘차게	출발합시다’		-	이성엽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	심상봉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	윤문곤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3 시론 •	건축설계의	사대주의	버려야...	-	추원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4-5 특집기획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광주	개최,	건축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생각하다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을까

6 건축과	도시계획 •	세계의	신도시	-	도영준	교수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7 건축과	도시철학 •	건축과	도시철학	-	손승광	교수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8 설계경기 •	담양	기후변화체험교육관	건립	건축	설계경기

9 작품소개 •	2011년	제1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	‘큰	빛	자연생태	어린이집’

10 사람	&	issue •	김남중	건축사	/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유쾌,	통쾌,	상쾌함을	주는	건축사’

11 News

•	전북대	건축학과	유응교	명예교수	예술문화	대상	수상
•	전북	건축사회	최진호	건축사,	전주시	예술상	받아
•	광주건축사회	양상훈	건축사,	광주시	유공자	포상	받아
•	본지	박홍근	편집인,	지역	일간지서	뉴파워	인물로	재조명
•	광주건축사회	양동현	건축사,	광주예술문화상	공로상	받아
•	광주건축사회	초대회장	역임한	박영희	건축사	별세
•	건축물	답사기	-	‘세계에서	가장	큰	지붕,	부산	영화의	전당’	-	정일경	과장	/	건축사사무소	사람
•	학생기고	-	‘끝	&	시작’	-	정세영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12 News

•	장상근	前	광주시	건설방재국장,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으로	선출
•	승효상	건축사가	설계한	광주폴리	11번째	작품	들어서다
•	광주시,	도시경쟁력	강화	컨퍼런스	개최
•	(사)광주건단연	주최,	2011	광주도시건축세미나	열려
•	2011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	2012광주비엔날레	주제는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
•	광주시	남구청	리모델링	시공업체	최종	선정

13 News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2012년	시무식	개최
•	제2기	광주건축사	Academy	종강하다
•	광주건축사회,	2012년에도	다양한	사업	진행한다
•	제14회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미술전	개최
•	전북건축사회,	2011	전북	건축인	송년회	개최
•	전라북도	전주시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고민	중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지구	원룸	못	짓는다
•	전라북도	군산시,	2011년도	건축행정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아

14 News
•	제4회	전남	여수	건축문화제	성황리에	폐막
•	광주·전남·전북지역	1월	지역	축제	안내
•	법령정보

15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겨울의	일상’	-	박성옥	주부	/	담양	창평
•	한편의	시	-	‘첫사랑과	첫눈’	-	김영란	주부	/	광주	광산구
•	내가	읽은	책	-	‘공간	공감’	-	이경탁	/	원일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Gallery	&	Photo		-	‘월출산의	풍경화’	-	그림	:	양동현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남해의	아침’	-	촬영	:	이광영	건축사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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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2년 2월 (27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	김은영	부장	/	광주비엔날레	전시부

3 작품소개 •	2011년	제1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금상	‘한지산업지원센터’

4-5 특집기획 •	도시정책	참여형	프로젝트	‘광주도심재생	전국	공모전’	과정과	결과	그리고	과제

6 건축과	도시계획 •	세계의	신도시	-	도영준	교수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7 건축과	도시철학 •	건축과	도시철학	-	손승광	교수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8 설계경기 •	광주학생임해수련원	신축공사	건축설계공모

9 사람	&	issue •	양동협	건축사	/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	‘사그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진	건축사’	-	취재	:	서재형	건축사기자

10 News

•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3월부터	개강	-	두현정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	전북대학교,	한옥인재양성	과정	제1기	수료식	가져	-	두현정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김수인·임만택	교수	정년퇴임	-	박종호	건축사기자
•	순천시,	창의적이고	예술성을	겸비한	도시미관	조성	박차
•	광주·전남·전북지역	주요	대학교·대학	학위	수여식	일정
•	학생기고	-	‘하루	10분의	기적’	-	두현정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11 News

•	대구건축사회,	김화자	건축사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당선
•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	박익수	회장	취임
•	전남발전연구원장에	이건철	기획경영실장	선임
•	제14회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미술전,	성황리	마무리
•	광주시,	환경선도	도시	육성	설명회	개최
•	광주시	인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한다
•	광주시,	제2컨벤션센터	건축설계	공모작	접수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한국농어촌공사	신청사,	건축허가	완료
•	취재수첩	-	‘영화	건축학개론의	불편한	진실	:	건축가?	건축사!’

12 News

•	광주건축사회	제25회	정기총회	2월	29일(수)	개최
•	일본	JIA	MAGAZINE,	광주건축사회와	후쿠오카회	교류내용	실려
•	전라북도	익산지역건축사회,	익산문화재단에	문화기금	기탁
•	전라북도	전주시,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본격화한다
•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	위한	노력	조금씩	빛을	보다

13 News •	광주·전남·전북지역	2월	지역	축제	안내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반갑다.	나의	동굴...’	-	최스잔	학생	/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	한편의	시	-	‘청춘의	시(時)’	-	김추자	주부	/	광주시	서구	쌍촌동
•	내가	읽은	책	-	‘청춘의	문장들’	-	위소연	사원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앤스페이스
•	건축사	Gallery	&	Photo		-	‘가을이야기’	-	그림	:	정태호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	‘병산서원(입교당에서	바라본	만대루의	모습)’	-	촬영	:	박상윤	건축사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28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2년 3월 (28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말하자	-	신정철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취임사	-	건축문화사랑	제2기	편집인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사무서	선
•	퇴임사	-	건축문화사랑	제1기	편집인	-	박홍근	건축사	/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3 작품소개 •	2011년	제1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은상	‘한국광기술원	LED	조명실증센터’	/	‘남구	도시보건지소’

4-5 특집기획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광주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6 건축과	도시계획 •	세계의	신도시	-	도영준	교수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7 건축과	도시철학 •	건축과	도시철학	-	손승광	교수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8 설계경기 •	군산·새만금	산학융합지구	조성공사	설계경기

9 사람	&	issue •	정기호	건축사	/	가산	건축사사무소	-	‘감응의	건축을	펼치는	건축사’	-	취재	및	정리	:	박종호	건축사기자

10 세계건축문화	
탐방 •	스페인,	포르투갈	건축기행	-	신영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사람	대표

11 학생기고
•	학생기고1	-	‘추운	겨울	이렇게	보내요’	-	강현제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학생기고2	-	‘새로운	시작’	-	정세영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	건축물	답사기	-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	김예루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12 News

•	본지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워크숍	진행
•	광주시,	2012	광주폴리	시민과	함께	추진한다
•	전남·전북·전주시건축사회	정기총회	안내
•	광주건축사회,	2012년	건축사	자원봉사단원	모집
•	전북건축사회	이성엽	회장과	회원일동,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	전북	추원호	건축사,	‘2012	한국을	빛낸	사람들’에	선정
•	전북건축가협회장에	전주비전대	건축과	유남구	교수	재추대
•	전라북도	군산시,	근대	건축물	연결한	역사테마거리	조성
•	이	한	편의	영화	-	대한민국	최초의	건축	다큐멘터리	영화	‘말하는	건축가’	3월	8일	개봉

13 News •	광주·전남·전북지역	3월	지역	축제	안내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첫	만남은	늘	나를	설레게	한다’	-	두현정	학생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	한편의	시	-	‘봄날의	풍경’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내가	읽은	책	-	‘감응의	건축’	-	이슬기	사원	/	건축사사무소	사람
•	건축사	Gallery	&	Photo		-	‘꿈’	-	그림	:	김금진	건축사	/	(주)신하	건축사사무소	

-	‘홍도는...’	-	촬영	:	천경훈	건축사

15 정기총회 •	사진으로	보는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25회	정기총회	이모저모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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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2년 4월 (29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해외도시개발	전략	-	이상정	위원장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3 작품소개 •	2011년	제15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동상	‘월봉	서원	교육체험관’	/	‘진월동	아이안과	빌딩’	/	‘삼성	메디타워’

4-5 특집기획 •	전북	군산시,	‘1930	근대군산,	시간여행’	사업으로	도시관광	활성화와	원도심	재생	꾀한다

6 건축과	도시계획 •	세계의	신도시	-	도영준	교수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7 건축과	도시철학 •	건축과	도시철학	-	손승광	교수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8 설계경기 •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설계경기

9 사람	&	issue •	장영삼	건축사	/	건이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는	항상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어야	합니다.’	
-	취재	및	정리	:	양우현	건축사기자

10 세계건축문화	
탐방 •	스페인,	포르투갈	건축기행	-	신영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사람	대표

11 기고	&	News

•	제1회	광주건축문화포럼-건축물	탐방기1	-	‘사람과	건축의	교감을	나누다’	-	김태웅	학생기자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		제1회	광주건축문화포럼-건축물	탐방기2	-	‘건축이란	긴	마라톤의	출발선에서	한모금	물과	같았던	탐방...’	-	안선영	
사원	/	THE.a	건축사사무소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2012년도	MT	개최	-	남자영	학생기자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	전북대학교	건축설계	동아리,	앞으로는?	-	두현정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12 News

•	광주건축사회,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발대식	개최한다
•	건축문화사랑	주관,	제1회	광주건축문화포럼	개최
•	영화	‘말하는	건축가’	정재은	감독,	광주	시민들과	대화하다
•	제9회	광주비엔날레	심볼,	로고	등	EI	발표
•	전북	전주시건축사회,	제24회	정기총회	개최
•	(재)광주비엔날레	재단	2012	광주폴리	시민보고회	개최
•	전국	시·도	건축사회장	협의회	경기도서	회의개최
•	서재형	건축사,	진도	금골권역	종합개발사업	총괄계획가로	선정

13 News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난	내	건축주를	사랑한다!’	-	천경훈	건축사	/	다을	건축사사무소
•	한편의	시	-	‘오동나무	상여’	-	문창식	시인,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내가	읽은	책	-	‘인연’	-	이광영	건축사	/	리가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Gallery	&	Photo		-	‘바닷가의	추억’	-	그림	:	정원석	건축사	/	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안동하회마을(석양녁)사진’	-	촬영	:	이경탁	건축사	/	프라임	건축사사무소

15 정기총회 •	사진으로	보는	전남·전북건축사회	제46회	정기총회	이모저모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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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2년 5월 (30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건축3.0과	건축사3.0	시대에	대한	단상	-	박홍근	건축사	/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사랑	자문위원
•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재생	-	안용훈	과장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3 기획 •	광주건축사회,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시동	걸다

4-5 특집기획 •	2012여수세계박람회		-	박람회	개요	/	여수세계박람회특화전시시설	/	문화예술행사프로그램

6 건축과	도시계획 •	세계의	신도시	-	도영준	교수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7 지역건축문화 •	새로	보는	전남의	건축문화	-	김지민	교수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8 설계경기 •	광주광역시	남구	푸른길도서관	건립공사	설계경기

9 사람	&	issue •		양동현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제3기	광주	건축사	Academy	원장!	양동현	건축사와의	속	깊은	만남’	
-	취재	및	정리	:	박신남,	강동영	건축사기자

10 기고	&	News

•	학생기고	-	‘건축을	말하다’	-	김예루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학생기고	-	‘일상’	-	정세영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이	지역	건축학계	동정		-	조선대	건축학부	조용준	교수,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에	추대	

-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장	김지민	교수,	회장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남승진	사무총장,	한국주거학회	부회장에	선임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신임교수	소개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비좁은	건축설계	스튜디오	문제	있다	-	두현정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러시아	건축문화에	대한	특강	개최
•	조선대학교	건축학전공(5년제),	2012	Open	Lecture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2012년	1학기	초청강연회	열어

11 News

•	광주건축사회,	제3기	건축사	Academy	본격	개강
•	건축문화사랑	제2기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발대식	개최
•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제8회	본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우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세미나	개최
•	2012	제7회	한국농어촌건축대전	공모	열려
•	2012년	광주폴리	감독에	독일	출신	건축사	‘니콜라우스	허쉬’
•	도시재생투어	및	건축물탐방	참가자	모집

12 News

•	전북지역	건축유관기관(단체)	체육대회	개최
•	전북지역,	한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메카로	떠올라
•	전북	전주시,	대형건축물	주차장	유료화	때	교통부담금	감면
•	전북	전주시,	관내	대형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벌인다
•	한국도시설계학회	광주·전남	지회,	춘계학술대회	개최해
•	광주광역시,	광주시	도시계획정보	지원센터	시범	운영
•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	1년	앞두고...
•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전남	여수	‘예울마루’	개관하다
•	제48회	전라남도미술대전	개최	요강

13 News
•	전북	전주시건축사회,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기탁
•	광주·전남·전북지역	5월	지역	축제	안내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정열의	나라	스페인	여행이야기’	-	이금미	초교	도서사서	/	광주	서구	쌍촌동
•	한편의	시	-	‘어느덧	지금’	-	김영란	주부	/	광주	광산구	수완동
•	내가	읽은	책	-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	남병선	/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건축사	Gallery	&	Photo		-	‘법성포의	봄기운’	-	그림	:	임정구	건축사	/	씨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	정	

-	‘세대공감’	-	촬영	:	천경훈	건축사기자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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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2년 6월 (31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건축사자격등록제도의	시너지	효과	-	이창율	건축사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	턴키방식	사업	중단되어야	-	김기홍	사무처장	/	광주	경실련

3 설계경기 •	광주	제2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설계경기

4-5 특집기획 •	건축사등록원	제도	시행,	대한민국	건축계의	대변혁을	가져온다

6 건축과	도시계획 •	세계의	신도시	-	도영준	교수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7 사람	&	issue •		정종민	건축사	/	명인	건축사사무소	-	‘건축은	우리의	삶,	행동	등을	담은	큰그릇이다’	
-	취재	및	정리	:	이광영	건축사기자

8 지역건축문화 •	새로	보는	전남의	건축문화	-	김지민	교수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9 螢窓雪案 •		김영문	교수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국내	건축구조분야(내풍구조)의	권위자’	
-	취재	:	서재형,	김미영,	양우현	건축사기자

10 기고	&	News

•	학생기고		-	‘여수를	탐방하다’	-	정세영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선비의	기상과	사림의	정신’	-	김태웅	학생기자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	‘우리들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	두현정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2012년	1학기	초청강연회(두번째)

11 News

•	세계건축사들과	함께하는	광주폴리(Foly),	현상설계	공모
•	광주시,	2012	제2차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강연회	열어
•	‘광주U대회’	본부	건물,	주월초	녹색건축	리모델링	하려했으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주최,	호남권	건축도시정책	포럼	열려
•	대한건축사협회,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다
•	이	지역	건축학계	동정		-	동신대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	대한건축학회와	한국주거학회에서	잇따라	학술상	수상	

-	목포대	건축학과	김태훈	교수,	공학교육혁신	산학협력	우수	교수로	선정

12 News

•	체험기	-	‘18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를	다녀와서’	-	최보은	건축사	/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단신	-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	도시재생사업워크숍	개최해’
•	광주건축사회가	마련한	‘제3기	건축사	Academy’	개강
•	순천만	정원박람회장	송전철탑,	예술적	랜드마크로	탈마꿈한다
•	광주·전남·전북지역	6월	지역	축제	안내

13 News •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전북건축사회에	교류협력차	방문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지하철에서	느끼는	삶과	인생’	-	노한나	과장	/	미지이엔지	건축사사무소
•	한편의	시	-	‘앙크로	왓1’	-	문창식	시인,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내가	읽은	책	-	‘건축,	생활	속에	스며들다’	-	남자영	학생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	건축사	Gallery	&	Photo		-	‘보길도의	바다’	-	그림	:	차은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시명	

-	‘가정의	달	5월’	-	촬영	:	박종호	건축사기자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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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2년 7월 (32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광주폴리에	대하여...	-	이순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표,	폴리를	가꾸는	사람들	대표

3 설계경기 •	광주	보훈회관	건립공사	설계경기
•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3차)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설계경기

4-5 특별기획 •	광주시민의	염원,	‘광주	새야구장’	추진과정과	결과

6 건축과	도시계획 •	세계의	신도시	-	도영준	교수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7 사람	&	issue •		송명욱	건축사	/	명	건축사사무소	-	‘원래의	목적과	개념에	충실한	건축!	우리가	추구해야할	길입니다’	
-	취재	및	정리	:	강동영,	박신남,	양우현	건축사기자

8 지역건축문화 •	새로	보는	전남의	건축문화	-	김지민	교수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9 螢窓雪案 •		남기봉	교수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	‘이	시대의	진정한	건축교육자’	
-	취재	:	서재형,	박종호	건축사기자

10 기고	&	News

•	기행문	-	‘광주	도시재생투어(부산)	건축기행문’	-	김대은	사원	/	건축사사무소	선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주관,	2012	광주	도시재생투어	개최
•	2012	농어촌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	해외건설	5천억불	수주달성	및	2012	건설의	날	기념행사
•	광주디자인센터,	신규	사업	발굴	위한	지역디자인센터	협의회	개최
•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2012	대학생	디자인캠프	개최

11 News

•	광주	근남로가	잔디광장으로	조성된다
•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년	연기되다
•	2012	광주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에	배우	‘이병헌,	임수정’	등	위촉
•	광주	폴리프로젝트,	이대로	좋은가?
•	광주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준공식	열려

12 News

•	전라북도	주관	건축·경관분야	연찬회	개최	-	양우현	건축사기자
•	광주건축사회,	국제교류사업	박차를	가하다
•	광주건축사회,	제3기	건축사아카데미	제5강좌	개최
•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전북건축사회	방문
•	전라북도건축사회	발전을	위한	워크숍	열려
•	전주시건축사회	주관·건축유관기관(단체)	체육대회	개최

13 News
•	김제시건축사회	장학금	전달
•	광주·전남·전북지역	7월	지역	축제	안내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꿈꾸다’	-	심상봉	회장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한편의	시	-	‘달빛이	천장으로	내릴	때’	-	문창식	시인,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내가	읽은	책	-	‘음예공간예찬’	-	김형균	건축사	/	다담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Gallery	&	Photo		-	‘이서의	가을’	-	그림	:	신정철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안개속을	뚫고	나온	두바이의	SKYLINE이	무척	흥미롭다.’	-	출처	:	Design	&	Architecture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33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2년 8월 (33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주민과	행정이	소통하는	도시재생	구현	-	안용훈	과장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3 특별기획 •	광주문화재단의	꿈-’문화의	숲	함께	가꾸기’	-	박호재	실장	/	광주문화재단	문화정책실

4-5 설계경기 •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건축설계경기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융합특성화관	신축공사	설계경기

6 건축과	도시계획 •	세계의	신도시	-	도영준	교수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7 사람	&	issue •		차은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시명	-	‘역사학자를	꿈꾸던	여린	소녀가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건축	설계시장에	
뛰어든	이야기!’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박신남	건축사기자

8 지역건축문화 •	새로	보는	전남의	건축문화	-	김지민	교수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9 螢窓雪案 •		조형근	교수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	‘건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며	신성스러운	으뜸의	행위이다’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김미영,	박종호	건축사기자

10 News •	2020	광주폴리	최우수작	‘Memorial	Box	of	the	Citizen...’	선정

11 기고	&	News

•	학생기고	-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주최,	대학생	디자인	캠프에서...’	-	남자영	학생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대학원
•	특별기고	-	‘중국	광저우,	베트남	박린성	방문일지’	-	심상봉	회장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조선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전남	사학	최초	건축학교육국제인증	획득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주제로	도시재생사업워크숍	열려

12 News

•	광주광역시	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	광주광역시,	‘이사아	전통문화역사공원’	조성	박차
•	구도심!	행정규제	완화되어	‘도시재생’	쉬워진다
•	전라북도건축사회,	도시재생	전문가(건축사)	포럼	개최
•	제2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열린다
•	제9회	아시아건축교류	국제심포지엄!	광주에서	열린다
•	광주	사직공원	팔각정	헐린다?

13 News
•	전북	전주시건축사회,	회원친목행사	개최
•	광주·전남·전북지역	8월	지역	축제	안내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원달러(One	dollar)의	즐거움’	-	박진금	원장,	공학박사	/	(주)한국구조물안전원
•	한편의	시	-	‘백일홍(百日紅)’	-	김영란	주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	내가	읽은	책	-	‘화장실은	작은	역사’	-	이가형	학생	/	전북대학교건축학과
•	건축사	Gallery	&	Photo		-	‘언덕이	보이는	포구’	-	그림	:	선기택	건축사	/	(주)HS그룹	건축사사무소	

-	‘담양	명옥헌원림’	-	촬영	:	김형우	/	일반인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34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2년 9월 (34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설계	감리제도	개선을	지켜보며	-	이성엽	회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3 설계경기 •	사직공원	전망타워	등	설치사업	건축설계공모

4-5 특별기획 •	제9회	2012	광주비엔날레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66일간의	대장정	시작
•	6인의	공동예술감독	소개

6 서양건축 •	영국	런던의	건축문화	-	김경원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7 사람	&	issue •		양병범	건축사	/	(주)유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건물이	건축이	되고...	건축이	건물이	되다’	
-	취재	및	정리	:	박종호	건축사기자

8 지역건축문화 •	새로	보는	전남의	건축문화	-	김지민	교수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9 螢窓雪案 •	윤충열	교수	/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농어촌	재능기부	선도자’	-	취재	및	정리	:	강동영,	양우현	건축사기자

10 대학소식

•	여름방학동안1	-	‘2012년	나홀로	유럽여행기’	-	김예루	학생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여름방학동안2	-	‘전북대학교	설계	동아리	마지막	작업실	정리’	-	두현정	학생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	여름방학동안3	-	‘마음으로	사람을	짓다’	-	김태웅	학생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	여름방학동안4	-	‘건축학도들의	미래를	위한	여름나기’	-	정세영	학생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2012년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작품전	열려	-	김예루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회	개최
•	2012	광주	도시재생아이디어	공모전	1차	심사	발표

11 News

•	수면	위로	조금씩	떠오르는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	글로컬(Glocal)	아트페어	‘아트광주12’	폐막
•	광주	새	야구장	‘무장애,	친환경적’	건립된다
•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10월	25일	개최
•	광주시,	도시건축물	등	변천	연혁	한눈에	본다

12 News

•	전라남도	장흥지역건축사회,	장흥군에	수재의연금	전달
•	국제농업박람회	전라남도	나주서	오는	10월	5일	개막
•	여수시청	건축과	박춘걸	팀장,	건축구조	공학박사	학위	취득으로	화제
•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도시	여수,	남해양	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
•	순천정원박람회	랜드	마크	‘꿈의	다리’	장식할	그림	수집
•	전라북도	군산시,	건축물	등	특정관리대상	878곳	안전점검
•	2012	베니스	건축비엔날레	개막하다

13 News •	광주·전남·전북지역	9월	지역	축제	안내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바다를	닮은	친구에게’	-	이광영	건축사	/	리가	건축사사무소
•	한편의	시	-	‘가을소망’	-	정영천	대표	/	(주)은혜
•	내가	읽은	책	-	‘스님의	주례사’	-	곽성숙	작가
•	건축사	Gallery	&	Photo		-	‘추월산의	봄’	-	그림	:	양동현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도산서원의	농운정사	마루에서’	-	촬영	:	양종경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원형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35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2년 10월 (35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광주근교권에도	전원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시점	-	이건철	원장	/	전남발전연구원

3 설계경기 •	무안고등학교	이설	공사	설계경기

4-5 특별기획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빛고을의	10월을	설계하다

6 서양건축 •	영국	런던의	건축문화	-	김경원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7 사람	&	issue •		주영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우설계	-	‘철저히	기본에	충실한	설계,	그리고	자존심...	건축사가	갖춰야할	덕목이지요’	
-	취재	:	양우현	건축사기자

8 전통건축 •	전통건축문화	이야기	-	강대호	교수	/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9 螢窓雪案 •	이재홍	교수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건축설계경험을	교육과	접목하는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재홍	교수와의	만남’

10 대학소식 •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Gwangju	Festival	of	Architecture	&	Urban	Culture)	개최

11 News

•	제13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개최
•	2012년	제3회	광주	건축문화포럼
•	전라북도	건축사회,	도시재생	전문가	포럼	개최
•	전북건축사회,	원광대·전주대	건축학과	성적우수자에	대한	시상
•	전북·경북·충북건축사회,	삼도봉	등반대회	개최

12 News

•	제8회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2	광주도시재생공모전	대상	발표
•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회장,	광주시복싱선수단	격려	방문
•	광주폴리	현상설계	응모작	광주비엔날레	기간	중	전시
•	농업종합박람회	‘2012	국제농업박람회’	개막
•	전남	담양군	국내	유일의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에	나서
•	‘광주	사직공원	팔각정’	철거인가?	보존인가?

13 News

•	전북건축사회,	전주시	효자1동에	불우이웃	성금	전달
•	2012	건축사자격시험,	지난	9월	16일	5개	권역에서	실시
•	광주·전남·전북지역	10월	지역	축제	안내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행복의	크기’	-	노한나	과장	/	미지이엔지	건축사사무소
•	한편의	시	-	‘입력’	-	문창식	시인,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내가	읽은	책	-	‘마음에	힘을	주는	사람을	가졌는가’	-	박상윤	건축사	/	건상스페이스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Gallery	&	Photo		-	‘사랑이란!’	-	그림	:	정원석	건축사	/	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불갑사’	-	촬영	:	박종호	건축사	/	유민	건축사사무소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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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2년 11월 (36호)

1 표지 •	표지

2 축사&시론
•	축사		-	이상정	위원장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조용준	회장,	교수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	시론	-	‘건축물지도점검위원회가	건축사의	품격을	말하다’	-	신찬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우창

3 작품소개 •	2012년	제16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금상	‘월산5동	주민자치센터’

4-5 특별기획 •	건축문화사랑	창간	3주년	기념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좌담회

6 서양건축 •	영국	런던의	건축문화	-	김경원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7 사람	&	issue •	신정철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시대와	문화를	이끌어	가는	건축사!’	-	취재	:	박종호	건축사기자

8 전통건축 •	전통건축문화	이야기	-	강대호	교수	/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9 201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	2012	광주대회는	건축사들의	파워를	보여준	대회

10 건축도시문화제 •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제13회	전라북도건축문화제...	그리고	그곳에서	빛난	사람들

11 News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제53회	건축작품전	개최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제22회	졸업작품전	개최	-	김태웅	학생기자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제26회	졸업작품전	개최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제24회	건축작품전/초청강연회	개최	-	남자영	학생기자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	2012	제2회	건축문화사랑	워크숍	후기	-	‘지극히	사적인	하루의	감각’	-	두현정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12 News

•	한국주거학회	주관,	‘광주	도시재생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	개최
•	광주광역시,	2012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	포럼	개최
•	‘제1회	세계비엔날레대회’	광주에서	열려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남기봉	교수	정년퇴임식
•	전남	순천지역건축사회,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서	순천정원박람회	홍보
•	‘제2회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한옥의	무한한	가능성	보여주며	성료
•	2012	대한건축사	등산동호회	등반대회,	광주서	개최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2차	폴리	시민소통마당	개최
•	광주광역시	새	야구장,	bf	최우수	등급	인증
•	올해	건축사	에비	합격자	449명...	합격률	지난해보다	높아

13 News
•	전북건축사회,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들과	간담회	가져
•	광주·전남·전북지역	11월	지역	축제	안내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_광주건축사회	합창단	파이팅!’	-	박신남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유림
•	한편의	시	-	‘서낭당’	-	문창식	시인,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내가	읽은	책	-	‘도시,	디자인에	눈을	뜨다’	-	김예루	학생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건축사	Gallery	&	Photo		-	‘봄에는	꿈이	솟아오른다’	-	그림	:	김주연	건축사	/	주신	건축사사무소	

-	‘관방제림의	가을’	-	촬영	:	박종호	건축사	/	유민	건축사사무소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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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2년 12월 (37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글로벌	도시재편과	광주폴리의	진화	-	천의영	교수	/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3 작품소개 •	2012년	제13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대상	‘NH농협보험	변산수련원’

4 기획

•		건축문화사랑	선정,	2012년	광주·전남·전북	지역	건축계	4대	issue	
-	2012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광주개최	
-	제9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제13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	제9회	아시아건축교류	국제심포지엄/제2회	대한민국	한옥박람회	
-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폴리Ⅱ	프로젝트	계획’	발표

•		건축문화사랑	선정,	2012년	대한민국	건축계	4대	issue	
-	건축사자격제도	변화-건축사	등록원	설립/운영	
-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감리분리의	법적인	테두리	마련	예정	
-	하우스	푸어/건축경기	침체	
-	‘건축’을	주제로	한	드라마·영화	열풍

5 작품소개 •	2012년	제16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은상	‘Segmental	fusion	scape’	/	‘흔적(광주	사직공원	관리사무소	리노베이션)’

6 건축시공 •	휘는	콘크리트	기술	-	조창근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

7 사람	&	issue •		김성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맥토	-	‘건축사로서	품위를	회복하고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긍심	회복에	나서야...’	-	취재	:	강동영,	박신남,	이광영	건축사기자

8 전통건축 •	전통건축문화	이야기	-	강대호	교수	/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9 螢窓雪案 •	조용준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	‘광주지역	건축계를	대표하는	인물	조선대학교	조용준	교수와의	만남’

10 대한민국	
경관대상

•	광주광역시,	제2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대상』	수상
•	주민과	함께하는	‘밝고	환하게	웃는	동네	만들기’
•	2011	경관취약지개선사업	개선사항

11 기고

•	학생기고1	-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대한민국	신진조경가공모전	시민심사참여’	-	김예루	학생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학생기고2	-	‘4박	5일간의	일본	북큐슈	산업시찰을	다녀와서...’	-	김태웅	학생기자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	전북대학교	한옥건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열린다	-	두현정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	특별기고	-	‘창조도시	광주의	희망	나눔’	-	안용훈	과장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과

12 News

•	사진으로	보는	‘2012	전남건축인의	밤’
•	한국주거학회	주관,	‘광주	도시재생의	과제와	방향’	세미나	개최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주관	해외건축가	초청강연회	개최
•	(사)광주건단연과	본지	공동주관,	도시재생	서울투어	개최
•	전라북도건축사회	‘2012	제1회	임시총회’	개최
•	전라북도건축사회,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방문	간담회	개최
•	전라북도건축사회,	‘2012	전북	건축인	송년의	밤’	개최
•	전북	정읍시건축사회	이웃사랑	실천	-	양우현	건축사기자
•	한국농촌건축학회	등이	주관한	‘농어촌	집	고쳐주기’	성과보고회	개최

13 News
•	전라북도건축사회,	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	광주·전남·전북지역	12월	지역	축제	안내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Stand	alone	complex’	-	차미숙	소설가
•	한편의	시	-	‘요사체’	-	문창식	시인,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내가	읽은	책	-	‘나는	작은	회사에	다닌다’	-	두현정	학생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	건축사	Gallery	&	Photo		-	‘함박눈’	-	그림	:	김선채	건축사	/	뉴텍	건축사사무소	

-	‘덕유산	설천봉’	-	촬영	:	박종호	건축사	/	유민	건축사사무소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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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3년 1월 (38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신년사

•	시론	-	‘2013년에는	우리가	똘똘	뭉쳐	건축사의	위상을	찾읍시다’	-	김남중	건축사	/	전라북도건축사회	차기회장
•	신년사		-	윤문곤	회장	/	전라남도건축사회	

-	심상봉	회장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이성엽	회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3 작품소개 •	2012년	제13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	사용승인공공부문	금상	‘전주	평화도서관’	
-	사용승인공공부문	은상	‘진안	세동보건진료소’

4-5 설계경기 •	신안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공모
•	화순군청	증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	설계공모

6 건축시공 •	휘는	콘크리트	기술	-	조창근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

7 사람	&	issue •		이태원	건축사	/	예인	건축사사무소	-	‘보고,	듣고,	느끼고,	끊임없는	노력!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매일	발전해	가는	
건축사’	-	취재	:	박신남,	양우현	건축사기자

8 서양건축 •	미국건축문화	이야기	-	장동국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9 螢窓雪案 •		남승진	교수	/	동아인재대학교	건축과	-	‘광주·전남	건축문화를	조율하는	연주자	_	동아인재대학교	남승진	교수와의	
만남’

10 건축공모전 •	2012	광주건축공모전	대상작	‘길	새로운	대화의	시작’	선정

11 대학소식
•	학생기고1	-	‘Remake...	순천’	-	박종성	학생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학생기고2	-	‘2012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을	다녀와서...’	-	정세영	학생	/	원광대학교	건축학부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윤충열	교수,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	대통령상	수상

12 News

•	광주건축사회,	성금과	연탄	기탁으로	훈훈한	겨울	만들기	나섰다
•	광주건축사회,	2013년도	계사년	시무식	개최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광주건축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거시기,	머시기’	주제	확정
•	전라북도건축사회,	일일선시민운동본부에	지원금	기탁
•	전북	전주시건축사회	‘해피하우스’	재능기부
•	전북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발전	공청회’	가져

13 News
•	전라북도건축사회,	‘2013년	신년하례식’	개최
•	광주·전남·전북지역	1월	지역	축제	안내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인간의	조건이란...’	-	김영란	주부	/	광주	광산구	수완동
•	한편의	시	-	‘꽃길	꿈길	그대에게’	-	문창식	시인,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내가	읽은	책	-	‘제가	살고	싶은	집은...’	-	김소라	학생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건축사	Gallery	&	Photo		-	‘2013년	계사년(癸巳年)’	-	서예	:	추원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	‘어머니의	산	무등산	세인봉에서’	-	촬영	:	박종호	건축사	/	유민	건축사사무소

15 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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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3년 2월 (39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고독한	건축쟁이들의	슬픈	자화상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선

3 작품소개 •	2012년	제13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주거부문	금상	‘완산정담’	/	은상	‘계룡당’

4-5 특별기획 •	2012년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심포지엄	‘문화도시	광주건축의	현재와	미래’

6 동양건축 •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	원천	-	이왕기	교수	/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7 사람	&	issue •		조두상	건축사	/	(주)프러스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는	자신만의	건축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	취재	및	정리	:	서재형	편집인

8 서양건축 •	미국건축문화	이야기	-	장동국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9 螢窓雪案 •		문창호	교수	/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	‘한국의	플로팅건축	선구자’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양우현,	박종호,	정영법	건축사기자

10 대학소식

•	학생기고1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BIM	Awards	2012	수상에	대해...	-	정세영	학생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학생기고2	-	‘혹한의	추위를	스터디로	녹요라’	-	박종성	학생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정사회	교수	퇴임식	-	정세영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2013	국제건축디자인	영어	캠프’	개최	-	천열홍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11 선고	광고 •	광주건축사회	제14대	회장선거	및	2013년도	감사선거	후보자	공고

12 News

•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현실화	추진
•	광주광역시,	광주	제2컨벤션센터	건립	순항
•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공모전	결과	발표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2년	광주	도시재생	심포지엄’	책자	발간
•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추진위원회	설립돼
•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주제관	‘국제습지센터’	개관
•	전북	전주시,	해피하우스사업	확충으로	주거지	재생모델	제시
•	전북	군산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13 News •	광주·전북·전주시건축사회,	2013년	정기총회	개최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노는	만큼	성공한다’	-	권진숙	주부	/	전라남도	순천시
•	한편의	시	-	‘범칙금’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내가	읽은	책	-	‘영혼이	숨쉬는	유기적인	도시를	꿈꾸는자’	-	김해란	주부	/	경기도
•	건축사	Gallery	&	Photo		-	‘고향의	눈	오는	날’	-	그림	:	장기종	/	지산	건축사사무소	

-	‘광양	매화마을	매화...’	-	촬영	:	조성진	/	(주)연우	건축사사무소

15 갤러리 •	2012년	건축사	Gallery	-	2012년	한해	동안	독자광장	건축사	Gallery에	출품된	그림작품	전시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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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3년 3월 (40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광주	근대건축물	문화자원	부활	-	안용훈	과장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3 취임사

•	광주건축사회장	취임사	-	안길전	제14대	회장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전북건축사회장	취임사	-	김남중	제25대	회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제14대	광주건축사회장	주요	공약
•	제25대	전북건축사회장	주요	공약

4-5 특별기획 •	광주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6 동양건축 •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	원천	-	이왕기	교수	/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7 사람	&	issue •		김상조	건축사	/	(주)신라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문화재실측설계기술자	다재다능의	
김상조	건축사와의	만남’	-	취재	및	정리	:	서재형	편집인

8 서양건축 •	미국건축문화	이야기	-	장동국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9 설계경기 •	광주	이노비즈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10 학생기고
•	학생기고1	-	‘3월	새학기이다’	-	김소라	학생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학생기고2	-	‘5학년	설계	1차	프로젝트’	-	정세영	학생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학생기고3	-	‘당신의	꿈은	꿈(理想)과	꿈(夢想)	중	어떤	것인가요??’	-	김경훈	학생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11 News

•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회	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
•	(사)한국건축가협회,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열어
•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
•	광주광역시,	‘근대건축물	기록보존사업’	추진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전문성	향상	교육	실시

12 News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26회	정기총회	개최
•	대한건축사협회	제30대	김영수	회장	취임
•	대한건축사협회장,	건축사	각각의	손으로	직접	선택한다
•	광주폴리,	다국적	대학생들의	문화	교류의	장으로
•	전라남도건축사회	차기	회장	경선으로	결정된다
•	서재형	건축사,	진도군	지역총괄계획가로	위촉
•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순조로운	개막	준비

13 News •	전주시건축사회,	제25회	정기총회	개최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소방관의	순직,	다시는	이	슬픔이...’	-	김정훈	소방장	/	영광소방서
•	한편의	시	-	‘마늘쫑’	-	문창식	시인,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내가	읽은	책	-	‘스물아홉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	노한나	사원	/	미지이엔지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Gallery	&	Photo		-	‘월출산의	봄기운’	-	그림	:	임정구	건축사	/	씨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	

-	‘불갑사	꽃무릇’	-	촬영	:	강인수	건축사	/	예담	건축사사무소

15 정기총회 •	제26회	광주건축사회	정기총회	-	촬영	:	박종호	건축사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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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3년 4월 (41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이웃	간의	분쟁을	막는	우리들의	현명한	대처	-	안용훈	과장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3 설계경기 •	전주	도시재생	거점센터	건축설계경기

4-5 특별기획 •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6개월간의	여정	시작!

6 동양건축 •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	원천	-	이왕기	교수	/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7 사람	&	issue •		박보경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CNS	-	‘성공과	실패는	양면의	동전과	같은	것!	좌절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면	기회라는	
행운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	취재	:	양우현,	윤미순	건축사기자

8 서양건축 •	미국건축문화	이야기	-	장동국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9 螢窓雪案 •		김지민	교수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	‘전남지역의	건축문화·섬	민가(民家)	연구·유교	건축의	권위자’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백재봉	건축사기자

10 학생기고

•	2013	제1회	건축문화사랑	워크숍을	다녀와서...1	-		‘세계5대	연안습지	순천만을	다녀오다’	-	선정준	대학원생	/	
광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2013	제1회	건축문화사랑	워크숍을	다녀와서...2	-		‘201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리허설’	-	노경민	학생	/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	학생기고1	-	‘역발상의	힘..!’	-	박종성	학생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학생기고2	-	‘4월의	추위?	강의실이	너무	추워요’	-	김소라	학생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11 News

•	전라북도	군산시,	건축행정	발전	연찬회	개최
•	2013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봄학기	개강
•	전남에서	2013년도	대한건축사협회장기	건축사축구대회	열려
•	일본	JIA	후꾸오까회	소식(번역	:	남승진	교수	/	동아인재대학교)		-	JUA	후꾸오까회	공익사단법인으로	변경	-	가와쯔	히로시	

-	FUKUOKA	DESIGN	REVIEW	2013	개최
•	취임사	-	국원식	제27대	회장	/	전라남도건축사회

12 News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14대	안길전	회장	취임
•	광주건축사회	주최,	2013년도	제1회	광주	건축문화포럼	개최
•	본지	건축문화사랑,	2013년도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상반기	워크숍	개최
•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	전라남도건축사회,	제47회	정기총회	개최
•	(가칭)광주·전남건설단체연합회	창립총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전임회장,	광주지검	4기	검찰시민위원에	위촉
•	민주평화광장	박석마당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13 News •	전라북도건축사회,	제47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살아	있는	것만도	은혜입니다’	-	윤호중	단장	/	교보생명	전북지원단
•	한편의	시	-	‘낭만의	춘삼월(春三月)’	-	김영란	주부	/	광주	광산구	수완동
•	내가	읽은	책	-	‘이동희	교수의	미국건축	이야기’	-	이동희	교수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건축사	Gallery	&	Photo		-	‘갯가에	핀	꽃’	-	그림	:	양동현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소록도	감금실에서	바라본	하늘’	-	촬영	:	박종호	건축사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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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3년 5월 (42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건축사의	사회적	책무,	구호보다는	실천이	필요한	때!	-	서재형	건축사	/	건축문화사랑	편집인

3 설계경기 •	광주	교통회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경기

4-5 특별기획 •	‘광주정신’의	건축적	형상화를	시도하는	“광주폴리Ⅱ”

6 동양건축 •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	원천	-	이왕기	교수	/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7 사람	&	issue •		정광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서로	-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정광민	건축사와의	인터뷰’	
-	취재	:	박신남	건축사기자

8 친환경	건축 •	흙과	건축	이야기	-	황혜주	교수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9 螢窓雪案 •	백석종	교수	/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	‘건축을	열정을	가지고	즐길	수	있기를	권한다’	-	취재	:	양우현	건축사기자

10 학생기고
•	학생기고1	-	‘BIM	시대의	건축학도’	-	선정준	대학원생	/	광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학생기고2	-	‘건축학	전공자의	비애’	-	김경훈	학생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학생기고3	-	‘故	정기용	건축가의	전시회를	다녀오다’	-	박종성	학생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11 특별기고 •	부부의	날(5월	21일),	그	새로운	의미(광주	시민의	날)를	찾아서	-	안용훈	과장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12 News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	(사)한국주거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
•	전북대학교,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	3년	연속	최우수교육기관	선정
•	2013년도	ARCASIA	건축상	공모	안내
•	2013	제8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

13 News

•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광주전남지역	건축문화탐방	진행
•	광주광역시,	2013년	제1차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	광주광역시,	2013년	제3회	도시계획	전문가	초청강연회	열어
•	광주비엔날레	제10회	예술총감독에	제시카	모건(영국)	선임
•	광주·전남지역	건축·건설관련	12개	단체가	광주·전남	건설단체연합회	창립
•	2013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전남지역에서	개최
•	2013년도	광주·전남	건축사실무	교육	안내

14 News •	광주건축사회,	자문세무사에	이은주	세무사(이은주	세무회계사무소)	선임
•	법령정보

15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타워’	-	백재봉	건축사	/	백	건축사사무소
•	한편의	시	-	‘청수다방	오양에게’	-	문창식	시인,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내가	읽은	책	-	‘수평적	권력은	에너지,	경제,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	-	정리	:	김미영	건축사
•	현장의	눈	-	‘부러진	광주	사직공원	팔각정	계단’	-	촬영	:	곽승국	전담기자
•	건축사	Photo		-	‘5월은	푸른	꽃들의	향연이다’	-	촬영	:	박종호	건축사

16 전면광고 •	광고



43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3년 6월 (43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건축	생태계	조성되도록	제도	개선해야	-	김기홍	사무처장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 설계경기 •	전북	혁신고등학교	신축공사	설계경기
•	전북	우리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경기

4-5 특별기획

•		공공건축물	디자인공모	방식으로	발주된다!	서울시,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방안』	발표,	우리지역에서는?	
-	안길전	회장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국원식	회장	/	전라남도건축사회	
-	조용준	회장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	김지민	회장	/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	정광민	회장	/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회

6 동양건축 •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	원천	-	이왕기	교수	/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7 사람	&	issue •		신재관	건축사	/	(주)연희	건축사사무소	-	‘전라남도	광양의	문화	봉사	등	영역에서	건축인의	장을	녋혀갈	계획입니다.	_	
전남	광양지역건축사회장	신재관	건축사와의	인터뷰’

8 친환경	건축 •	흙과	건축	이야기	-	황혜주	교수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9 螢窓雪案 •		신석균	교수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	‘광주현대미술관(현재	중외공원	위치)은	어디에	건립되어져야했을까	_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신석균	교수와의	문답’	-	취재	:	정명환	건축사기자

10 학생기고
•	학생기고1	-	‘누구를	위한	상입니까?(제26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	김경훈	학생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학생기고2	-	‘도서관(재독한국인	이은영	건축가의	강연에서)’	-	김소라	학생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학생기고3	-	‘우리에게	공모전이란?’	-	박종성	학생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11 News

•	광주시,	제26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입상작	745점	발표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튜터링	&	스터디그룹	열어	-	김태웅	학생기자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	2013	광주	도시재생투어(대구	근대	골목길	답사)	개최
•	광주건축사회,	JIA후쿠오까회	교류협력방안	협의차	방문
•	광주시,	‘2013년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공모
•	광주시	‘2013년	광주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12 News

•	전북건축사회,	전주완산소방서에	기초소방시설	기증
•	전북건축사회,	2013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전라북도건축사회,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	방문
•	한국주거학회,	‘소형주거	도시재생에서의	수용가능성’	주제	세미나	개최
•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컨벤션센터	개관
•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	6일~11월	3일)	로고,	포스터	등	공개
•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3기	교육생	모집

13 News •	2013년도	광주·전남	건축사실무	교육	안내(6월~7월)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건축과	영화	그리고	설계’	-	선정준	대학원생	/	광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한편의	시	-	‘유전’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내가	읽은	책	-	‘눈물은	왜	짠가(함민복	산문집)’	-	김종왕	건축사	/	담	건축사사무소
•	현장의	눈	-	‘광주시민들의	광주폴리에	대한	공공	공감을	기대하며...’	-	촬영	:	곽승국	전담기자
•	건축사	Photo		-	‘6월이	되면	다시금	가슴이	요동친다’	-	촬영	:	박종호	건축사	/	유민	건축사사무소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44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3년 7월 (44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전문가와	소통	그리고	건축계의	미래	-	신남수	명예교수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3 특별기획 •	2013	광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봄학기	수료식

4-5 설계경기
•	대한지적공사	무안군지사	사옥건립	설계경기
•	섬진강수력발전소	사옥	신축	설계경기
•	골고다	기독미술관	건축설계경기

6 新건축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플로팅	건축	-	문창호	교수	/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7 사람	&	issue •		정창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림	-	‘건축은	건축주의	주머니	사정에	맞는	적당한	질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취재	:	양우현,	윤미순	건축사기자

8 친환경	건축 •	흙과	건축	이야기	-	황혜주	교수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9 螢窓雪案 •		정금호	교수	/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건축학과	-	‘건축물은	한	아이와도	같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10 학생기고
•	학생기고1	-	‘건축	그리고	여행,	그	참을	수	없는	즐거움’	-	선정준	대학원생	/	광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학생기고2	-	‘지금	흘린	땀방울이	나중에	명함이	될	때까지...’	-	탁지민	학생	/	동신대학교	건축학과
•	학생기고3	-	‘조르쥬	루쓰의	공간	픽션	사진	전시회를	다녀오다’	-	박종성	학생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11 News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3	광주도시재생투어	개최
•	한국주거학회와	광주전남건축학회	도시재생	세미나	연달아	개최해
•	광주시,	‘2013년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공모
•	광주시,	‘2013년	광주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	답사기	-	‘대구	근대골목길	재생투어를	다녀와서’	-	최형필	학생	/	목포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12 News

•	나라장터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1005)	관련	변경	안내
•	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12월	첫	시험	실시
•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연면적	500㎡로	확대
•	2013년도	건축사실무교육	사이버	강의	개설	안내
•	건축사에비시험	합격자	발표	및	2013년도	건축사자격시험	공고
•	전라북도	군산시,	‘근대산업유산	창작벨트’	개관
•	전북건축사회,	전주완주	통합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	발표했으나...
•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홍보대사에	동방신기	유노윤호

13 News •	전남	목포지역	건축사회,	회원	단합	워크숍	개최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소유한다는	것’	-	위성미	대표	/	아크디자인
•	한편의	시	-	‘장마’	-	김영란	주부	/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	내가	읽은	책	-	‘성공의	기회를	발견한	사람들,	아웃라이어’	-	백재봉	건축사	/	백	건축사사무소
•	현장의	눈	-	‘여수!’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건축사	Photo		-	‘보행자	중심의	가로공간...’	-	촬영	:	정영법	건축사기자	/	제이앤케이	건축사사무소

15 건축문화포럼
•	건축문화사랑과	함께한	제2회	광주	건축문화포럼
•	북해도	건축문화	답사기1	-	‘색다른	일본의	훗카이도	탐방’	-	박시완	사원	/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	북해도	건축문화	답사기2	-	‘묻는다.	답한다.	기억한다.’	-	안선영	대리	/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16 전면광고 •	광고



45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3년 8월 (45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숨	쉬는’	환경미술을	꿈꾸며	-	우제길	화가

3 설계경기 •	5·18	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기념관	건립	설계공모

4-5 특별기획 •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	산업화로	21세기	부가가치	창출한다

6 新건축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플로팅	건축	-	문창호	교수	/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7 특별기고
•	건축의	미래	-	‘건축학과	지망생에게	해	준	말	속의	건축현실’	-	김광현	교수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	학생기고1	-	‘원광대학교	졸업전시회	일정이	발표	되어...’	-	정세영	학생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학생기고2	-	‘학생기자를	마치고...’	-	정세영	학생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8 News

•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9월부터	‘온라인화’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제정·시행
•	2013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참여작	공모
•	2013년	광주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9 News

•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	전라북도,	설계와	감리용역에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키로
•	광주광역시,	광주공원	시민회관	명품	문화공간으로	조성	계획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10회	광주건축·도시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10 News
•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	등	회원	일동,	중복	맞아	봉사활동	나서
•	법령정보

11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IAPS	2013	Symposium,	환경변화와	지속가능한	건축	이슈’	-	손승광	교수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	내가	읽은	책	-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	조상민	건축사	/	상민	건축사사무소
•	현장의	눈	-	‘건축사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는	상자’	-	글·사진	:	곽승국	전담기자
•	건축사	Photo		-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	촬영	:	백재봉	건축사기자	/	백	건축사사무소

12 전면광고 •	광고



46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3년 9월 (46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사람은	디자인을	발전시키고,	디자인은	생활을	발전시킨다	-	김은영	전시부장	/	(재)광주비엔날레

3 작품소개

•		2013	제8회	한국농촌	건축대전	수상작	
준공건축	부문	-	대상	‘영주	풍기읍사무소’	/	본상	‘광주	쌍령동	도예작업장’,	‘보살핌을	나누는	이웃,	백화마을’,	
‘보성주택’,	‘지렁이집’	
계획건축	부문	-	대상	‘주치골	사과나무	찾기’	/	최우수상	‘Roof	Community’,	‘잊다,	있다	그리고	잇다’

4-5 특별기획 •	전라북도	군산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이끌어

6 新건축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플로팅	건축	-	문창호	교수	/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7 사람	&	issue •		장진영	건축사	/	(주)디딤	건축사사무소	-	‘호남지역	전통건축	분야의	명맥을	이어가는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박종호	건축사기자

8 특별기고 •	건축의	미래	-	‘배제하는	건축’	-	김광현	교수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9 螢窓雪案 •		은민균	교수	/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	‘건축은	시적이어야	하고,	마음을	울리는	무엇이	있어야된다’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윤미순	건축사기자

10 학생기고
•	학생기고1	-	‘공학인증,	그것이	알고	싶다’	-	김소라	학생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학생기고2	-	‘Kisk를	만들다’	-	정세영	학생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학생기고3	-	‘여행(旅行)’	-	노경민	학생	/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11 News

•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거시기	머시기’의	개막
•	‘2013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가을학기	개강
•	2013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지난	9월	7일	전곡	13곳서	시행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김의식	교수	/	조용준	교수	정년퇴임
•	전북/전북대	건축공학과,	광주/전남대	건축학부	졸업작품전	개최

12 News

•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	강운태	광주시장과	면담
•	광주건축사회,	2013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	회원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서비스	이용협약	체결
•	2013년	광주	건축공모전	개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참가	접수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10회	건축도시사진공모전’	개최
•	‘제10회	광주건축·도시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	2013년	광주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13 News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농촌생활의	즐거움’	-	양선경	/	농촌진흥청	강소농지원단	민간전문가
•	내가	읽은	책	-	‘딸과	함께	떠나는	건축	여행’	-	이정현	/	광주동부교육청
•	건축사	Photo		-	‘어느날’	-	촬영	:	정태호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	현장의	눈	-	‘점점...’	-	글·사진	:	곽승국	전담기자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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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3년 10월 (47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이제는	‘사람냄새	나는	도시를	말할	때’이다!	-	조용준	회장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3 기획 •	정체된	광주시	구도심에	변화와	활기를	불어	넣어줄	‘광주폴리Ⅱ’는	지금...

4-5 설계경기 •	친환경목장	체험시설	설계경기
•	마을공동체협력(커뮤니티)센터	설계경기

6 동양건축 •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2	-	이왕기	교수	/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7 사람	&	issue •		최근영	건축사	/	조이풀	건축사사무소	-	「‘건축은	나의	노래,	나의	기쁨’,	행복을	설계하는	건축사」	
-	취재	:	양우현,	윤미순	건축사기자

8 특별기고 •	건축의	미래	-	‘배제하는	건축’	-	김광현	교수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9 螢窓雪案 •	이동희	교수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훌륭한	건축이란	쓰는	건축,	보는	건축,	읽는	건축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다’

10 대학News

•	졸업작품전	수기1	-	‘497410㎡의	생각에	빠지다’	-	김소라	학생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졸업작품전	수기2	-	‘지금은	공사中...(동신대학교	졸업작품전	준비과정)’	-	탁지민	학생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	졸업작품전	수기3	-		‘제54회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작품전을	마치며...’	-	천열홍	대학원생	/	조선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학생기고	-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순천대학교	동아리	“공감”	필암서원을	다녀오다’	-	박종성	학생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11 News

•	전남	동신대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	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	부회장에	선출
•	전북	군산대	건축공학과	문창호	교수,	‘2013	건축의	날’	대통령	표창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건축과	기술’이란	주제로	초청강연회	개최	-	선정준	학생기자	/	광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기고	-	‘공직자에게	“오작교”	정신을’	-	안용훈	과장	/	광주시	도시계획과

12 News

•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	광주시	복싱선수단	격려	방문
•	광주건축사회,	2013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	광주광역시,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선정	발표
•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前	회장,	‘건축의	날’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받아
•	전라북도,	‘제1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개최
•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원,	방수스페이스프레임	특허	출원

13 News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사람	키우는	푸아	그라(foie	gras)	농장,	원룸을	보며	느끼는	소퇴’	-	이기성	학생	/	조선대학교	
건축학전공

•	한편의	시	-	‘오수(午睡)’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내가	읽은	책	-	‘관점을	디자인	하라’	-	박시완	사원	/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Photo		-	‘차츰	사라져가는	참새	방앗간’	-	촬영	:	윤미순	/	美	건축사사무소
•	현장의	눈	-	‘새로운	광주	야구경기장,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위용’	-	사진	:	곽승국	전담기자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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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3년 11월 (48호)

1 표지 •	표지

2 기념사	&	
특집기고

•	건축문화사랑	창간	4주년	기념사	-		김남중	회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안길전	회장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국원식	회장	/	전라남도건축사회

•	‘건축문화사랑	신문’을	말하다		-	‘건축문화사랑	창간	4주년을	축하하며’	-	김형수	편집국장,	건축사	/	건축문화신문	
-	‘소통과	공유의	장을	기대하며...’	-	이상일	편집주간,	건축사	/	건축사신문

3 특집기획

•		우리에게	‘건축문화사랑’이란!	-	창간	4주년을	자축하는	편집위원과	기자들의	이야기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아’	-	정영법	건축사	/	제이앤케이	건축사사무소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박종호	건축사	/	유민	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사랑과	함께한	18개월’	-	강동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라움	
‘41호에	탑승하게	된	나!’	-	윤미순	건축사	/	미	건축사사무소	
‘나는	매달	업로드(uproad)를	한다’	-	김소라	학생	/	전북대학교	학생기자	
‘관계하다!’	-	박종성	학생	/	순천대학교	학생기자	
‘감사합니다.	소망합니다.’	-	김경훈	학생	/	전남대학교	학생기자

4-5 특집	인터뷰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건축문화사랑’	창간	4주년	기념	인터뷰

6 동양건축 •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2	-	이왕기	교수	/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7 설계경기 •	봉선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건축설계공모

8 문화제 •	제1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최

9 대학News

•	전남	목포대	건축학과	김지민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받아
•	조선이공대	건축과	길종원	교수,	광주아트페스티벌에서	건축	프로그램	기획
•	학생기고	-	‘졸업’	-	노경민	학생	/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	건축문화	답사기	-		‘2013	광주광역시	도시재생투어(군산	근대	역사	문화거리를	다녀와서...)’	-	기원현	학생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10 News

•	제1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자	발표
•	전주시	건축사회,	도시재생	위해	건축	재능기부
•	전라북도	제14회	건축문화제,	성공적인	개최	및	마무리
•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광주건축가회,	(사)한국공간디자인협회와	친선골프교류전	가져

11 News

•	광주건축사회,	경남	거제에서	2013년도	회원	워크숍	개최
•	세계적	건축	거장들의	작품,	8개의	광주폴리Ⅱ	개막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3	도시재생	군산투어	진행
•	대한건축사협회	30대	시·도회장	협의회	광주	방문
•	광주건축가회,	영화	‘말하는	건축시티:홀’	정재은	감독과의	대화	마련
•	광주건축사회원	김권수	건축사,	광주시	복싱연합회	초대회장	취임
•	2013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명단	발표

12 News •	법령정보

13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환경을	생각해	본다’	-	배철용	건축사	/	청	건축사사무소
•	한편의	시	-	‘건축사’	-	이성우	건축사	/	(주)영탑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산광역시건축사회장
•	내가	읽은	책	-	‘TRIZ	혁신을	위한	기술’	-	오동환	팀장	/	현대제철	제어기획팀
•	건축사	Gallery		-	‘군산의	멋은...	근대	건축의	멋은...’	-	그림	:	심상봉	건축사	/	(주)에이디그룹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Photo		-	‘흔적’	-	촬영	:	정범수	건축사	/	남북	건축사사무소

14 전면광고 •	광고

15 전면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49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3년 12월 (49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감리공영제도의	참여와	공유	-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한다	-	이창율	건축사	/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

3 송년기획

•		건축문화사랑	신문	선정,	2013년	올	한해	건축계	News	&	issue	
-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개정(회장임기	3년과	직선제)과	신임회장	‘김영수	건축사’	선출	
-	광주건축사회장	‘안길전	건축사’,	전남건축사회장	‘국원식	건축사’,	전북건축사회장	‘김남중	건축사’	선출	
-	올해도	이어진	건축사들의	따뜻한	봉사활동	
-	국토부,	‘건축물	감리제도’	국가차원의	개선	정책	수립	나서	
-	건축사교육원	설립,	건축사	실무교육	시행	
-	대한민국	건축계의	상징	‘공간’	부도와	사옥	매각	
-	언론에	보도된	광주지역	일부	건축사들의	위법행위

4-5 작품소개 •		제1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부문	대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옥’	/	공공	부문	금상	‘부안	참뽕연구소’	/	
공공	부문	은상	‘IKSAN	T	HOUSE’

6 동양건축 •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2	-	이왕기	교수	/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7 사람	&	issue •		이경일	건축사	/	원	건축사사무소	-	‘전남	서남부권	지역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목포지역건축사회장’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백재봉	건축사기자

8 특별기획 •	특별인터뷰	-		2013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특별기획	“광주광역시,	주민과	함께	밝고	환하게	웃는	
동네	만들기”	-	이순미	연구소장	/	(사)도시연구소	시중,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표

9 螢窓雪案 •		손승광	교수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	‘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APNHR)	부회장으로	선출된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와의	인터뷰’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박종호	건축사기자

10 대학News

•	학생기고1	-	‘2013	BIM	Competition	다녀오다’	-	선정준	대학원생	/	광주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학생기고2	-	‘제1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다녀오다’	-	박종성	학생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학생기고3	-	‘새로운	역사(歷史),	새로운	역사(驛舍)’	-	김소라	학생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목포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한옥학	전공신설	/	신입생	모집

11 News

•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학술세미나	개최
•	광주광역시와	광주디자인센터,	글로벌	디자인도시	비전	선포	가져
•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강연회	개최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광주	건축공모전	수상작	발표
•	제1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12 News

•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	등	회원	30여	명,	연말	봉사활동	나서
•	광주건축공사감리협의회,	2013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	전라남도	건축사회,	2013	전남건축인의	밤	개최
•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前	회장,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감사장	받아
•	전북	전주시,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재생	거점센터	건립
•	전북	군산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대상	수상
•	건축공사감리협의회	공지사항	:	설계,	감리	수탁	신고	유예기간	설정

13 News •	제15회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미술전	개최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생활	속	지혜	-		‘지구를	아끼는	작은습관	나부터!’	-	전미정	주부	/	전남	순천시	석현동
•	한편의	시	-	‘나그네’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남도건축사회
•	내가	읽은	책	-	‘멀티플라이어’	-	나경천	실장	/	대성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Photo		-	‘서울	이화마을’	-	촬영	:	신영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사람
•	사진	속	이야기	-	‘가을속으로’	-	촬영	:	임낙관	/	산여울

15 전시 •	2013	건축문화사랑	신문	게제,	현상설계	당선작	전시회

16 전면광고 •	광고



50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4년 1월 (50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2013년	우리	건축계를	돌아보며,	다가온	2014	갑오년	새희망을	품다	-	이성엽	건축사	/	아림	건축사사무소

3 신년기획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회장들이	회원들께	고하는	2014년	청마의	해!	
-	안길전	회장	/	광주건축사회	
-	국원식	회장	/	전남건축사회	
-	김남중	회장	/	전북건축사회

4-5 작품소개
•	제17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	비주거부문	금상	‘김대중컨벤션센터	[증축]’	

-	비주거부문	은상	‘교보생명	광주	누문동사옥	[리모델링]’	
-	비주거부문	동상	‘해밀	유치원’

6 동양건축 •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2	-	이왕기	교수	/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7 공모전 •	2013년	광주도시재생아이디어공모전	&	전국건축공모전	수상작	전시

8 News

•	학생기고	-	‘인천광역시	송도	신도시에서	느낀	것들...’	-	양태선	학생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최일	교수,	목포대	제7대	총장에	선출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3년	건축도시심포지엄	개최
•	광주건축사회,	2013년도	갑오년	청마의	해	시무식	개최
•	광주건축사회	류연창,	김상현	회원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패	받아
•	광주건축사회원,	시민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해

9 News

•	2013년도	제2회	군산시	건축문화상	시상식	개최
•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주거용	불법건축물	선별적	양성화
•	전북	길	건축사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	나서
•	전라북도	군산시,	전북도	건축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평가	받아
•	전주시건축사회와	전주시가	함께하는	해피하우스사업	높은	호응	얻어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안용훈	과장	대통령상	수상
•	건축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589명	발표
•	2014년	달라지는	건축	관련	제도	정리

10 News
•	전라북도건축사회	‘2014년	신년하례식’	개최
•	법령정보

11 독자광장

•	생활	속	지혜	-		‘새해에는	책을	많이	읽자’	-	노한나	사원	/	F2W	건축디자인사무소
•	한편의	시	-	‘세상에	나서며’	-	문창식	시인,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내가	읽은	책	-	‘파리를	놀라게	한	환상적	생각’	-	김소라	학생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건축사	Gallery		-	‘자미의	꿈’	-	그림	:	양동현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사진	속	이야기	-	‘마을과	함께하는	기찻길’	-	촬영	:	윤두원	/	세움종합건설주식회사

12 전면광고 •	광고



51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4년 2월 (51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도시문제	해결책으로서의	도시재생	전략	-	이병훈	이사장	/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

3 특별인터뷰
•		최일	교수	/	목포대학교	제7대	총장,	건축학과	-	‘목포대학교	제7대	총장에	선출된	건축학과	최일	교수와의	만남’	
-	인터뷰	:	서재형	편집인,	백재봉,	김미영	건축사기자

4-5 작품소개 •	제17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주거	부문	금상	‘미가온빌딩’	/	주거	부문	은상	‘청월재’	/	비주거	부문	동상	‘장덕	J-HOUSE’

6 동양건축 •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2	-	이왕기	교수	/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7 News	&	기고
•	학교	탐방	-	‘연세대학교	건축학부를	다녀오다’	-	박종성	학생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특별기고	-	‘소통과	배려	그리고	용서와	화해’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8 News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2014년	정기총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	제27회	정기총회에서	표창패	수여자	결정
•	광주건축사회	공지사항
•	광주시	서구청,	주차장법	관련	적용관련	광주건축사회	개선	건의	받아들여
•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현장	모니터링단	공개	모집
•	광주야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오는	3월	8일	개장	행사	열어
•	광주건축사회,	2014년도	감사	선거	후보자	공고

9 News

•	(사)한국건축가협회,	‘2014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열어
•	전남	순천시,	‘2014	아름다운	건축상’	공모	계획	발표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건축물	생애주기(내집	CD갖기)	운동전개
•	대한건축사협회	제48회	정기총회	개최
•	국토교통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10 News •	법령정보

11 독자광장

•	생활	속	지혜	-		‘스마트폰과	추억의	앨범’	-	김정아	교육협력담당	/	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
•	한편의	시	-	‘봄봄봄’	-	김영란	주부	/	광주	광산구	수완동
•	생활	속	정보	-	‘AI	차단·방역	수습현장의	땀방울’	-	김정훈	겸임교수	/	동신대학교,	영광소방서
•	건축사	Gallery		-	촬영	:	박종호	건축사	/	유민	건축사사무소
•	사진	속	이야기	-	‘절묘한	조화’	-	촬영	:	윤종환	건축사	/	엘	건축사사무소

12 광고
•	미리	보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	하단광고



52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4년 3월 (52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	김지민	교수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3 기획
•		2014년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와의	간담회,	
일반	대중들과	전문가들이	건축문화를	통한	소통과	공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해	우리	신문의	역할은...

4 작품소개 •	제2회	전라북도	군산시	건축문화상	금상	‘고우당(古友堂)’	/	은상	‘새만금	산학융합본부	캠퍼스관

5 설계경기 •	한빛원자력본부	종합복지관	신축	설계공모

6 동양건축 •	동아사아의	목탑(木塔)	-	신웅주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7 News •	광주건축공사감리협의회	설계자	및	감리자	홈페이지	사용	설명	안내

8 News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지민	교수,	대한건축학회	부회장에	당선
•	조선대	조용준	명예교수	등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로	요코하마	방문
•	전북대학교	목조건축전문인력	사업단,	역대	최대	사업비	확보
•	학생기고1	-	‘덕산	이영우	선생님을	찾아뵙다.(문답)’	-	양태선	학생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학생기고2	-	‘졸업식,	그리고	입학’	-	고희정	학생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9 News

•	광주	곳곳에	자리	잡은	‘광주폴리’	관광	다양해진다
•	광주	새	야구장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개장
•	광주광역시,	건축물	석면	함유여부	일제	실태조사
•	대한건축사협회,	제28회	정기총회	개최
•	건축사	실무교육	사이버	과목	개설안내
•	2014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10 News
•	전주시	건축사회	정기총회
•	법령정보

11 독자광장

•	생활	속	지혜	-		‘3월’	-	우은하	학생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	한편의	시	-	‘고물상’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건축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	-	조경석	과장	/	제이앤케이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Gallery		-	‘고향’	-	그림	:	김금진	건축사	/	(주)신하	건축사사무소
•	사진	속	이야기	-	‘2014.	3월	어느날’	-	촬영	:	박종호	건축사	/	유민	건축사사무소

12 정기총회 •	사진으로	보는	2014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정기총회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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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4년 4월 (53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단체장의	수준이	당해	지자체의	품격을	좌우한다	-	서재형	편집인

3 기획 •	2014년	가을,	광주에서	만나보는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

4 설계경기 •	전라북도	장수군	청사	증축	설계경기

5 사람	&	issue
•		장동원	건축사	/	동원	건축사사무소	-	‘건축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박신남	건축사기자

6 동양건축 •	동아사아의	목탑(木塔)	-	신웅주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7 螢窓雪案
•		남해경	교수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현재	건축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항시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광이(일에	미친	광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	취재	및	정리	:	서재형	편집인,	양우현,	윤미순	건축사기자

8 News

•	특별기고	-	‘개발행위	관련	이중규제로	행정절차	혼선과	국민의	경제적비용	가중’	-	박재홍	건축사	/	(주)홍	건축사사무소
•	학생기고	-	‘디자인으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	김경훈	학생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2014년도	정기총회	개최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9 News

•	주거용	불법건축물	올해	한시적	양성화
•	전라남도,	제4회	한옥건축박람회	오는	10월	30일부터	개최
•	전북대학교,	‘한옥설계전문인력양성사업’	4년	연속	최우수교육기관	선정
•	전북	군산시,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	사업	최종	후보지에	포함
•	광주비엔날레,	광주폴리Ⅱ	작품	활성화	위한	프로그램	진행
•	전남	순천시,	2014	순천만정원	개장	앞둬

10 News

•	광주건축공사감리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	개최
•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10주년	기념식	개최
•	2014	꿈다락	토요문화	광주학교	개강
•	광주	심상봉	건축사,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상임공동대표로
•	대한건축사협회,	2014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참가자	모집
•	2014	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11 News
•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	광주	남구청과	설계	업무	협약(재능기부)	맺어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옛말	그른	데	없다’	-	신영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사람
•	한편의	시	-	‘산그림자’	-	문창식	시인,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책	소개	-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	강형주	/	네덜란드	건축사
•	건축사	Gallery		-	‘삼학도와	아산이	보이는	풍경’	-	그림	:	임정구	건축사	/	씨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
•	사진	속	이야기	-	‘남해	다랭이마을	전경’	-	촬영	:	김종철	건축사	/	영산이엔지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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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4년 5월 (54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2014	대한민국	건축	문화제를	통해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홍보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길...	
-	정광민	회장,	건축사	/	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	건축사사무소	서로

3 기획
•		2014년	호남권	건축사	간담회	
지자체	임의지침	규제	발굴을	위한	호남권	건축사	간담회	열려

4 설계경기 •	장수우체국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

5 사람	&	issue
•		박상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태솔	-	‘건축설계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것은	기술과	청렴...	그리고	감각과	고집이라	
생각합니다’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박신남,	양우현,	윤미순	건축사기자

6 동양건축 •	동아사아의	목탑(木塔)	-	신웅주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7 螢窓雪案
•		염환석	교수	/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장으로	취암한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염환석	
교수와의	만남’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박신남	건축사기자

8 News

•	학생기고1	-	‘한옥,	어디까지	배워봤니’	-	김소라	학생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동신대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	(사)한국주거학회	회장에	취임
•	광주극장	관사	‘영화의	집’으로	새롭게	태어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선도지역’	호남권은	4곳	선정
•	2014년	제1회	광주	도시재생	선진지	투어	안내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9 News

•	건축문화사랑	신문,	2014년도	신임	논설위원	및	편집위원,	학생기자	위촉
•	광주	남구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의	정책	방향,	시민	세미나	열려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	임의규제·관행	신고센터	개설·운영
•	2014년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건축사	실무교육	안내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관련	알림
•	2014	제9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

10 News
•	전북건축사회,	승효상	건축사	초청강연회	후원
•	법령정보

11 독자광장

•	생활	속	지혜	-		‘실내	가드닝’	-	이지영	/	광주광역시	봉선동
•	한편의	시	-	‘할머니’	-	김옥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지음
•	책	소개	-	‘건축에	있어서	정신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	김현영	학생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건축사	Gallery		-	‘전남	나주	승촌보’	-	정태호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영일.필
•	사진	속	이야기	-	‘2014.	05.	벌천포에서	바라본	대산석유화학단지’	-	촬영	:	박종호	건축사	/	유민	건축사사무소

12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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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4년 6월 (55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안전	불감증과	안전생활화	그리고	신축	-	서재형	편집인

3 기획 •	2013년	9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확대	시행된	후	현재는...

4 설계경기 •	남구	구민도서관	건축설계경기

5 설계경기
•	효천중	교사신축공사	설계경기
•	지원초	교사신축공사	설계경기

6 학술 •	건축물의	내풍설계에	대해서	-	김영문	교수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7 사람	&	issue
•		최세호	건축사	/	빛가람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나주지역	관할에도	바른	건축문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리공영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박신남,	박종호	건축사기자

8 유럽여행기
•	유럽	여행	‘런던과	파리	즐기기’	-	조성진	주부	/	광주	서구	금호동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9 대학소식

•	학생기고1	-	‘2014	졸업전시회,	그	끝을	향해’	-	김소라	학생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학생기고2	-	‘둘로	쪼개진	건축학과·건축공학과,	단합이	필요해!’	-	양태선	학생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IFoU가	진행하는	여름학교	전남대학교의	주최	하에	개최	-	김경훈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취업전략과	준비’	주제로	특강	실시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3년도	사진공모전	개최

10 News

•	광주골프동호회,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해
•	전남	(주)토마	건축사사무소	노경윤	건축사,	전남	목포시의원	당선
•	광주건축사회,	건축	관련	전문분야	전문자문위원	위촉
•	제27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	광주광역시,	광주	군	공항	이전	시민제안	코너	운영
•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전북여성건축가회,	제1회	정기총회	개최

11 News
•	전라북도건축사회	‘2014	상반기	건축사실무교육(전문)’	시행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소중한	인연을	맞은지	한해가	지나고...’	-	김진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희
•	한편의	시	-	‘하얀목련’	-	문창식	시인,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책	소개	-	‘몸이	먼저다’	-	김현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현디자인
•	건축사	Photo		-	‘함박웃음’	-	김성	건축사	/	(주)성김엔지니어	건축사사무소
•	사진	속	이야기	-	‘비상을	위한	반복,	밀워키	미술관’	-	촬영	:	강형주	/	네덜란드	건축사



56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4년 7월 (56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여성건축인의	역할과	기대	-	김희순	건축사	/	전북여성건축가	회장,	(주)율그룹	건축사사무소

3 특별보도 •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거리로	나선	광주건축사	회원들...

4 설계경기 •	익산시	마동	주민자치센터	건축설계경기

5 사람	&	issue
•		박동준	건축사	/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	‘존재의지,	영혼의	건축	그리고	시적인	시작’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박주현	건축사기자

6 학술 •	건축물의	내풍설계에	대해서	-	김영문	교수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7 유럽여행기 •	유럽	여행	‘런던과	파리	즐기기’	-	조성진	주부	/	광주	서구	금호동

8 기고
•	특별기고	-	‘도시재생을	위한	희망의	마중물’	-	안용훈	과장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	학생기고	-	‘광주는	지금,	꽃을	피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	-	김경훈	학생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9 News

•	전남건축사회,	‘농어촌	집고쳐주기	사업’	진행
•	광주건축사회,	소프트웨어	회사	한국·씨아이엠(주)와	양해각서	체결
•	광주건축사회,	광주·후쿠오카	교류전	출품작	모집공고
•	전북여성건축가회,	농어촌	집고쳐주기	봉사활동	진행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4	도시재생선진지	투어	성황리	개최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11회	광주건축·도시	사진공모전	개최
•	대학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2014	대학생	디자인	캠프	개최

10 News
•	광주건축사회,	일본	JIA후쿠오카회와	국제교류
•	법령정보

11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미디어(Media);미디어	아트(Media	Art)와	건축(Architecture)’	-	김재윤	주임	/	유민	건축사사무소
•	책	소개	-	‘풍경과	상처’	-	김홍주	/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사진	속	이야기	1	-	‘만남’	-	촬영	:	곽승국	전담기자
•	사진	속	이야기	2	-	‘시골버스’	-	촬영	:	이재경	실장	/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12 전면광고 •	광고



57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4년 8월 (57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도시재생(都市再生)’이	화두(話頭)인	시대	-	강필서	건축사	/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3 특별기획 •	민선	6기	지방정부	출범,	이낙연	제37대	전라남도	도시사와의	인터뷰

4 설계경기 •	전주	효자도서관	신축공사	설계경기	공모

5 설계경기 •	실감미디어산업	기본조성센터	건축설계공모

6 학술 •	건축물의	내풍설계에	대해서	-	김영문	교수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7 사람	&	issue
•		서문용진	건축사	/	서문	건축사사무소	-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	가치를	창출한다’	
-	취재	:	강동영,	박주현,	양우현,	윤미순	건축사기자

8 학생기고

•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주최,	‘2014	대학생	디자인	캠프’	참가기	
참가기	1	-	이명택	학생	/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참가기	2	-	송유종	학생	/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	학생기고	-	‘우리	동아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태선	학생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9 News

•	2014광주비엔날레	개막,	한	달	앞으로	다가와
•	광주광역시,	도시공간	입지분석	지원체계(kopss)	구축
•	광주폴리Ⅱ,	제4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최우수상	수상
•	전주시건축사회,	무료	건축상담	등	재능기부나서
•	전남건축사회	주최,	‘2014년	국제	패시브하우스	심포지엄’	열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4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	진행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10 News

•	광주건축사회,	광주	남구노인복지관에	봉사활동	나서
•	광주건축사회,	광주·후쿠오카	교류전	출품작	모집공고
•	광주건축사회,	민간발주	건축설계업무의	적정	대가에	관한	실태조사	독려
•	광주건축사회,	하계	임원	야유회	개최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4	광주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11회	광주건축·도시	사진공모전	개최
•	전북	전주시,	도시재생사업	아이디어	수상작	14점	선정

11 News
•	전북건축사회,	강미현	건축사	‘집을	짓고	건축가를	만나라’	출판
•	광주건축사회	공지사항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나를	키워	준	소쇄원’	-	안상욱	/	LH	파주사업본부
•	한	편의	시	-	‘여자의	높낮이’	-	김영란	주부	/	광주	광산구	수완동
•	책	소개	-	‘집을	짓고	건축가를	만나라’	-	강미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감
•	건축사	Photo	-	‘2013,	08.	01	광주의	하늘’	-	박종호	건축사	/	유민	건축사사무소
•	사진	속	이야기	-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	촬영	:	곽승국	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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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4년 9월 (58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건축사들의	영토	분쟁	-	박재홍	건축사	/	(주)홍	건축사사무소,	광주건축사회	이사

3 설계경기 •	삼례읍	주민센터	건축설계경기

4-5 기획 •	2014	광주비엔날레,	‘66일	간의	현대미술	축제	대장정’	시작

6 학술 •	조경과	인접	분야의	협업과	상생	-	안상욱	단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7 사람	&	issue
•		문성식	건축사	/	AUD	건축사사무소	-	‘건강하고	재미있게...	즐겁고	행복하게,	아름다운	건축인생을	사는	문성식	
건축사와의	만남’	-	취재	:	박신남,	박종현,	박주현	건축사기자

8 News

•	학생기고	-	‘농어촌	집고치기	봉사활동	활동보고’	-	김소라	학생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광주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작품전	개최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4	광주건축공모전	진행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4	광주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11회	광주건축·도시	그림그리기	대회	결과	발표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9 News

•	광주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과의	간담회	진행
•	광주건축사회,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당	페스티벌’	개최
•	광주건축사회,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참가	신청	접수
•	2014	건축사	자격시험	광주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실시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회원정보	수정	요청	안내
•	세움터	공간정보	기반	서비스	확산	및	시스템	고도화	관련	설문조사
•	광주광역시,	노후	공동주택	171개	단지	특별안전점검
•	광주건축사회	주요	일정	안내

10 News
•	전라북도건축사회,	‘2014	하반기	건축사실무교육(전문)’	시행
•	법령정보

11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	김희금	/	양림동	파우제
•	한	편의	시	-	‘뒤안길’	-	태완섭	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입속의	검은	잎(기형도	시집)’	-	진창윤	/	서학동	예술마을	서양화가	활동	중
•	사진	속	이야기	1	-	촬영	:	박혜숙	건축사	/	구민	건축사사무소
•	사진	속	이야기	2	-	‘프라하의	블타바강’	-	촬영	:	신동욱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12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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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4년 10월 (59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건축사의	경고와	기대	-	강현구	건축사	/	조형	건축사사무소(주)

3 설계경기 •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설계공모

4-5 기획 •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경상북도	구미에서	“建築士변화된	시작을	알리며...”	개최

6 학술 •	조경과	인접	분야의	협업과	상생	-	안상욱	단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7 사람	&	issue
•		강미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감	-	‘우리의	건축은	사람을	향합니다’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박주현,	윤미순	건축사기자

8 기고

•	특별기고	-	‘건축의	날에	바라본	광주의	비전’	-	안용훈	과장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	학생기고	1	-	‘개구리가	되지	말자’	-	이진석	학생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학생기고	2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설계실의	밤은	너무나도	어둡다’	-	양태선	학생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9 News

•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개최
•	전라북도,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개	모집
•	전북	익산건축사회,	2014년	가을	건축답사	진행
•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	전북여성건축가회,	2014년	추계답사	진행
•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내년	4월로	연기돼

10 News

•		건축사	회원	동정	
-	광주공동체시민회의에	참석한	광건축사회	안길전	회장((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부회장((주)에에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	제10회	건축의	날	국무총리표창	수상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양동협	건축사	
-	제10회	건축의	날	문화체육부장관표창	수상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박홍근	건축사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조용준	회장,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임명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4	제2회	광주도시재생투어	참가자	모집
•	광주지역	건축학도들,	2014	한국농촌건축대전에서	우수한	성적	거둬

11 News
•	광주건축사회,	2014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동네	건축사	되기’	-	권세란	건축사	/	꿈꾸는	건축사사무소
•	한	편의	시	-	‘향수’	-	태완섭	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	박현진	사무관	/	미래창조과학부
•	건축사	Photo	1	-	‘목포	북항노을공원’	-	촬영	:	백재봉	건축사	/	백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Photo	2	-	‘인도궁궐	파테푸르	시크리’	-	촬영	:	정범수	건축사	/	남북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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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4년 11월 (60호)

1 표지 •	표지

2 특집시론 •	사람과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활자의	집	-	신정철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3 특집기획

•		독자가	바라본	‘건축문화사랑	신문’	5년	그리고	앞으로의	5년	
-	‘건축문화사랑의	발간은	호남권	건축사회원들의	결의를	보여준	뜻있는	결단의	출발’	-	김영문	교수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2019년의	발간	10주년을	상상해	보며’	-	윤대한	교수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	‘농촌건축에도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세요’	-	박헌춘	전문관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전체적인	글자가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	백재봉	건축사	/	백	건축사사무소	
-	‘건축문화사랑신문이	건축과	도시와	문화를	오랜	시간	담아내길...’	-	조정태	건축민원담당	/	익산시청	주택과	
-	‘건축문화사랑의	성장과	전통문화의	관심’	-	김선주	주무관	/	전남도청	주택건축과	행복마을팀	
-	‘어두운	면도	함께	다뤄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	황인광	건축사	/	타임	건축사사무소	
-	‘누구에게나	빛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	김경훈	학생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4 특별	인터뷰 •		조용준	사장	/	광주도시공사	-	‘창간	5주년	특별	인터뷰,	사람중심의	도시를	꿈꾸는	광주도시공사	조용준	사장	
(전)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박신남	건축사기자

5 사람	&	issue •	박홍근	건축사	/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	‘건축문화사랑	신문	박홍근	초대	편집인과의	만남’

6-7 작품소개 •	제18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비주거	부문	금상	‘오월어머니집’
•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부문	대상	‘부안	청자전시관’

8 학술 •	조경과	인접	분야의	협업과	상생	-	안상욱	단장	/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9 건축문화제 •	광주에서	개최되는	‘2014	대한민국건축문화제’
•	‘제1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도	함께	열려

10 News •	경상북도를	달군	‘2014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이모저모
•	광주건축사회원	모두	한마음이	된	‘제6회	한마음	체육대회’

11 News

•	학생기고	-	‘대학교	입학을	원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한발	더	다가간	진로	박람회’	-	양태선	학생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정보	-	광주	동구청소년	수련관,	‘Youth-아레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사랑에서_하나	-	‘색깔을	찾아	나서다’	-	서재형	편집인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12 News

•	광주광역시,	‘제18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선정
•	광주광역시,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선정	발표
•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발표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도시재생·건축공모전	입상작	발표

13 News
•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	광주시	복싱선수단	격려	방문해
•	전남건축사회,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전개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내	생에	아름다운	순간’	-	윤승환	화가
•	한편의	시	-	‘늦가을	하늘에	기대어’	-	김영란	주부	/	광주광역시	수완동
•	책	소개	-	‘남이섬	CEO	강우현의	상상망치’	-	서유비	/	전남대학교	시설과
•	건축사	Gallery	-	‘무등산의	초가을(충효동에서)’	-	그림	:	임정구	건축사	/	씨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정
•	건축사	Photo		-	‘우리의	미래’	-	촬영	:	김대운	건축사	/	린	건축사사무소

15 특별광고 •		타지에서	날아온	창간	5주년	축하편지	-	‘희생하며	봉사하고	계시는	제작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	담아’	
-	정운기	건축사	/	ANA	건축사사무소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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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4년 12월 (61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2014년이	남긴	과제는	‘안전불감증’	-	정명철	건축사	/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부회장

3 작품소개 •	제18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비주거	부문	은상	‘효덕동주민센터’

4 설계경기
•	서림마을	행복주택	최우수작
•	KTX	광주역	행복주택	최우수작

5 사람	&	issue
•		김정	건축사	/	대진	건축사사무소	-	‘꾸준한	배움과	익힘을	통해	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항상	노력하는	건축사!’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백재봉,	김미영	건축사기자

6-7 기획광고 •	선택	2015!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	후보자

8 기고	&	News
•	도시재생선진지	답사기	-	‘도시재생을	위한	희망의	부싯돌’	-	안용훈	과장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	제1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2014.	11.	4	~	9)	이모저모

9 News

•	특별기고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설계실	밤샘	금지의	이유’	-	윤기병	교수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학과장
•	사랑에서_둘	-	‘만나고,	소통하고,	배우고,	실천하자’	-	박홍근	건축사
•	학생기고	-	‘지금	순천대학교	건축학부는	건축학	인증을	위한	준비중...’	-	김대윤	학생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2014	한국공간디자인	전국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	조선이공대학	건축과	길종원	교수,	국제교류재단	광주전남지부장에	선임

10 News

•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	등	회원	30여	명이	함께	한	겨울맞이	봉사활동
•	광주건축사회,	2014년	건축문화포럼-해외건축문화탐방	진행
•	나무심는	건축인,	2014년도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시상식	진행
•	전남건축사회,	‘2014	전남	건축인의	밤’	개최
•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선거	후보자	지역	순회	토론회	시작돼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15대	회장선거	및	2015년도	감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공고	/	선거	추진일정	안내

11 News
•	전북건축사회,	‘2014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혹독한	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완생을	꿈꾸며’	-	곽승국	전담기자	/	건축문화사랑	신문
•	한편의	시	-	‘이화령을	넘는다’	-	문창식	건축사,	시인	/	우리	건축사사무소
•	책	소개	-	‘목포	옛	길을	찾아서’	-	박종선	/	전남	목포시	용담동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건축사	Photo		-	‘순천만	낙조’	-	촬영	:	박주현	건축사	/	휴앤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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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5년 1월 (62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2015년	을미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통해	광주의	건축문화를	결정짓는	원년으로	삼아야	
-	안길전	회장,	건축사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3 선거지면
•	광주건축	3년의	희망을	이야기할	차세대	리더는	누구인가!
•	선택	2015!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선거(2015.	1.	20	오전	9시	~	1.	21	오후	6시)	선거	절차

4 작품소개 •	제18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비주거	부문	동상	‘석봉도서관’	/	주거	부문	동상	‘BIRD	HOUSE’

5 사람	&	issue
•		전병갑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제3건축	-	‘전라북도건축사회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된	전병갑	건축사와의	만남’	
-	취재	:	양우현,	윤미순	건축사기자

6 설계경기 •	광주광역시	월남	유치원	신축공사	설계경기공모

7 설계경기 •	전주시	숲꿈	유치원	신축공사	설계경기공모

8 News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4년	도시건축	심포지엄	개최
•	광주	정상채	건축사,	캄보디아에	사회봉사활동	다녀와
•	전북건축사회,	화재	취약계층의	소방안전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기증
•	전북	전주	추원호	건축사,	‘2014	전주시	예술상’	수상
•	광주광역시,	지난	12월	29일	건축사	징계위원회	열어
•	전라남도	건축사들,	전남도	업무정지	소송서	승소해
•	광주	양동현	건축사,	광주예총	예술문화상	대상	수상
•	광주건축사회,	2014년도	감사선거	예비후보자	공고

9 News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건축공사	감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식	가져
•	전남	장흥지역건축사회,	연말	맞아	이웃돕기	성금	기탁
•	전북건축사회,	건축사	작품집	발간	및	발간기념식	개최
•	‘3차	광주폴리’	시민참여	확대
•	2014년	광주건축사	축구동호회	송년의	밤	행사	개최
•	사랑에서_셋	-	‘어떤	회장을	선택할	것인가?’	-	서재형	편집인

10 News
•	광주건축사회,	전북건축사회,	‘2015년도	시무식	및	하례식’	진행
•	전남건축사회,	2014	전남	건축인의	밤	개최
•	법령정보

11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닮고	싶은	사랑’	-	김은영	독자	/	광주	남구	봉선동
•	한편의	시	-	‘백야의	행’	-	김영란	주부	/	광주	광산구	수완동
•	책	소개	-	‘무소유(無所有)’	-	소정훈	건축사	/	훈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신년인사	-	‘경상남도	경주	토암산에서...’	-	촬영	:	김재성	사무국장	/	광주건축사회
•	건축사	서예작품	-	추원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12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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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5년 2월 (63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계사년	새해는	우리끼리	단합하고	연합하고	뭉치는	해가	되길...	-	김남중	회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	당선자	인사말	-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	당선인

3 선거지면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15대	회장선거	후보자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2015년	감사선거	후보
•	대한건축사협회	2015년	감사선거	후보

4 작품소개
•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일반	부문	대상	‘전주붉은벽돌	박공집’
•	완화병동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증축사업	설계경기공모

5 설계경기 •	강진고	교수	증개축공사	설계경기공모

6 특별연재기고 •	도시계획에서	건축사의	역할	-	신재욱	사무관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7 사람	&	issue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광주건축사회	제13대	회장을	역임한	심상봉	건축사와의	만남’

8 News

•	광주건축사회,	제28회	정기총회	표창패	수상자	결정
•	광주광역시	‘사직공원	전망타워’	오는	3월	시민에	선보인다
•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윤정권	사무관,	대통령	표창	받아
•	건축사	업무실적	제출서류	간소화	되다
•	전라북도	완주군	지역건축사회,	완주군과	재능지식기부	양해각서	체결

9 News

•	2015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
•	사랑에서_넷	-	‘내	나이가	어때서’	-	박홍근	자문위원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알림마당

10 News
•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에	조충기	건축사(서울,	간향	건축)	당선
•	법령정보

11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건축이란?’	-	이진석	학생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한편의	시	-	‘물밑	길’	-	문창식	건축사,	시인	/	우리	건축사사무소
•	책	소개	-	‘흐르는	강물처럼’	-	김영란	주부	/	광주	광산구

12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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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5년 3월 (64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자연,	한옥,	소통	그리고	건축사	-	국원식	회장	/	전라남도건축사회

3 작품소개 •	제15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공	부문	금상	‘새만금	주변	공원	조성공사’

4 설계경기 •	빛고을공예창작촌	공방확충공사	설계공모

5 설계경기 •	팔마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6 특별연재기고 •	도시계획에서	건축사의	역할	-	신재욱	사무관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7 사람	&	issue •	정정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정원	-	‘전라남도	무안지역	건축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정진	건축사와의	만남’

8 News

•	광주건축사회,	건축전공	우수학생	양성을	위한	국제행사	참가지원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들의	특별한	봉사활동
•	학생기고	-	‘전남	순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	-	김대윤	학생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사랑에서_다섯	-	‘갑질과	진정성’	-	서재형	편집인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9 News

•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4월	9일	전남	영암서	개막
•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조충기회장	취임
•	대한건축사협회	신임	감사에	장양순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창건축)	선출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정기총회	일정	안내
•	알림마당
•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10 News
•	광주건축사회,	신입회원	및	2014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자와의	간담회	가져
•	법령정보

11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이해와	소통	그리고	화합’	-	박철규	사원	/	KCC	여천공장
•	한편의	시	-	‘미완성’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아빠와	함께하는	하루10분	생활놀이’	-	정상민	건축사	/	진	건축사사무소

12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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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5년 4월 (65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진정한	지도자를	갈망하다	-	서재형	편집인

3 취임사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신임회장	취임사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	취임사	-	정명철	제15대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	
전라남도건축사회장	취임사	-	박용묵	제28대	전라남도건축사회장	
전라북도건축사회장	취임사	-	전병갑	제26대	전라북도건축사회장

4 설계경기 •	보성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5 설계경기 •	신대	행정복합시설	건립공사	설계공모

6 특별연재기고 •	도시계획에서	건축사의	역할	-	신재욱	사무관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7 사람	&	issue
•		이길환	건축사	/	(주)길	건축사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건축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길환	건축사와의	만남’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양우현,	윤미순	편집위원

8 News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정기총회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진	구성
•	한국주거학회,	광주서	‘아시아-태평양	주거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	전북	건축사사무소	예감,	전북주거복지센터사무소와	집짓기	강좌	개설

9 News

•	광주건축사회	제15대	정명철	신임회장((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취임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신임회장에	안길전	건축사	선임
•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광역시회	신임회장에	남승진	교수	선출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취임
•	광주광역시	건공회(건축직	공무원	단체),	‘제15년	정기총회	및	난장’	개최
•	학생기자	체험기	-	정수진	학생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10 News
•	광주건축사회	업무협약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종합검진비용	안내
•	법령정보

11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어둠’	-	조하니	사원	/	유민	건축사사무소
•	한편의	시	-	‘벚꽃	나무’	-	김영란	주부	/	광주	광산구	수완동
•	책	소개	-	‘화이트헤드의	「이성의	기능」을	읽고’	-	양정무	이사,	CTO	/	(주)청어람알앤씨	건축사사무소

12 참관기
•	일본	JIA	후쿠오까회	디자인리뷰-광주지역	대학생	참관기		-	송정섭	학생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	김예은	학생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박상윤	학생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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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5년 5월 (66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도시재생의	방향과	미래	-	남승진	교수	/	동아인재대학교	건축과

3 설계경기 •	만연산	치유의	숲	치유센터	설계공모

4 설계경기
•	동악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공모
•	신평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공모
•	신평중학교	신축공사	설계공모

5 설계경기
•	하가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공모
•	봉곡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공모
•	배산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공모

6 특별연재기고 •	도시계획에서	건축사의	역할	-	신재욱	사무관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7 News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순천시	도시재생	관련	과제	발표회	열어
•	학생기고	-	‘말하는	대로’	-	정수진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사랑에서_여섯	-	‘직업인과	만남의	날’	-	박홍근	자문위원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8 News

•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국제교류협력차	일본	JIA	후쿠오까회	방문
•	광주건축사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각	구	간담회	개최
•	광주골프동호회,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해
•	전북	익산시건축사회,	익산시와	시민안전	업무협약	체결
•	전북건축사회,	2015년	전북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2015	대한민국	신진건축사	대상	공모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12회	광주건축·도시	사진공모전	개최

9 News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안길전	회장,	광주	남구청으로부터	구민상	받아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12회	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	개최
•	광주광역시	지하1층,	지상6층	규모	‘광주지식산업센터’	착공
•	본지	초대	편집인인	박홍근	건축사((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나	하나	물들어’	책	펴내
•	건축문화사랑	신문,	신임	논설위원	및	편집위원	선임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5	광주건축문화투어	진행
•	광주건축사회	업무협약단체	한국건강관리협회	종합검진비용	안내

10 News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5월	건축사실무교육	안내
•	법령정보

11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가정과	사회	파괴의	달,	5월’	-	박철규	사원	/	전라남도	여수	KCC
•	한장의	Photo	-	‘전남	완도군	청산도’,	‘전북	군산	선유도와	장자도’	-	곽승국	전담기자	/	건축문화사랑	신문
•	책	소개	-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	박자윤	실장	/	온나라	D&I

12 전면광고 •	광고



67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5년 6월 (67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건축물	높이의	도로사선제한	斷想	-	이기수	건축사	/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3 워크숍

•	‘건축문화사랑	신문’과	‘젋음’의	만남,	2015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	&	학생기자	워크숍
•		학생기자	워크숍	참가기	
-	‘건축문화사랑	신문	학생기자,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기회가	되다’	-	강은찬	학생기자	/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	‘건축문화사랑	신문	워크숍,	나	스스로	변화하는	자리가	되다’	-	이진석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4 광주하계U대회

•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빛의	도시	광주의	7월을	달구다
•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요
•		성공개최	염원	기고문	-		‘광주건축사회,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열정·꿈·화합의	장을	설계하다’	-	정명철	회장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5 광주하계U대회

•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장	운영	현황
•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신축	경기장	소개
•	대학생기자들이	본	남부대학교	국제	수영장,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		-	글	:	박소라	학생기자	/	전주대학교	

-	사진	:	정수진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6 설계경기 •	적상초등학교	교사	개축공사	설계공모

7 작품소개 •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주거	부문	우수작	‘화수목마을	J씨주택'	/	비주거	부문	가작	‘왕자동	근린생활시설’

8 사람	&	issue
•		안길전	건축사	/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안길전	건축사와의	
만남’	-	취재	:	박주현,	이종순	건축사기자

9 News

•	광주	강성철	건축사(디자인그룹현대	건축사사무소),	‘건축이	보일	때’	책	펴내
•	광주폴리시민협의회,	광주폴리(3차	프로젝트)	시민공청회	개최
•	광주광역시	종합건축본부	건설공사	품질시험	검사	이용	안내
•	사랑에서_일곱	-	‘주홍글씨’	-	서재형	편집인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10 News

•	광주건축사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전국	시·도	회장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토부	항의	방문
•	전남	담양군	건축물	디자인	및	색상관련	협조	요구에	논란
•	‘여성건축인들의	축제’	제	21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	설계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	(주)마이다스아이티와	협약체결
•	제28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심사결과	발표
•	2015	국제디자인총회	오는	10월에,	광주에서	개최된다

11 News
•	전북	건축인	한마음으로	엮어낸	‘전북	건축인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고요한	밤’	-	이새봄	학생	/	전남	순천시	용당동
•	한편의	시	-	‘사랑’	-	문창식	시인,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책	소개	-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2편	-	박자윤	실장	/	온나라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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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5년 7월 (68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100’+‘1,000’+‘31’+‘8,500=17=1’	그리고	‘손뼉’	-	정명철	회장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3 기획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2012년	12월	1일)	그로부터	2년	반...	우리	건축사들은

4 설계경기 •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5 설계경기 •	무등산국립공원	생태탐방연수원	신축	설계공모

6 학술지면 •	London,	고전과	모던이	함께하는	곳	-	조창근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7 사람	&	issue
•		강길선	건축사	/	우광	건축사사무소	-	‘전남	영암지역	최초	개업	건축사’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김미영,	박종호	건축사기자

8 대학뉴스

•	조선대	건축학부	4학년	1학기	도시설계프로젝트	평가회	열어	-	주은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	순천대	건축학부	5학년	1학기	설계	공개	크리틱	진행해	-	김대윤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	전북대	건축공학과	농촌마을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나선다	-	정수진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	사랑에서_여덟	-	‘네	박자’	-	박홍근	자문위원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9 News

•	광주	심상봉	건축사(AD그룹	건축),	미술작품	첫	초대전	개최
•	광주	북구청	건축과	김경중	지방시설주사,	모범	공무원표창	받아
•	광주광역시,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한다
•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광주지역	교육	개최
•	광주시,	‘2015년도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공모
•	목포대	산업기술대학원	한옥학	전공신설	및	2015년도	신입생	모집
•	(사)광주건단연,	그림그리기&사진공모전	7월	말까지	접수마감

10 News

•	광주건축사회,	2015	광주하계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서포터즈	지원	나서
•	광주건축사회와	광주	남구청	‘남구	건축민원	상담건축사	발대식’	개최
•	광주건축사회	임원진과	구협의회장들	거제도에서	합동	회의	가져
•	광주건축사회,	회관	주차장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전남	광영지역	건축사회,	광양시	백운장학회에	장학금	기탁
•	건축사	업무실적	관리제도	개선	시행	안내
•	건축문화사랑	신문	지역별	부편집인	위촉	안내

11 News
•	전북건축사회,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	(주)위메이드아이앤씨와	협약	체결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개천에서	난	용은	이제	없다’	-	김정운	독자	/	경기도	김포시
•	한편의	시	-	‘달연시’	-	문창식	시인,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책	소개	-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황현정	대표	/	비에스	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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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5년 8월 (69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진정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	이정기	LH	처장

3 사람	&	issue •	채준섭	건축사	/	보람	건축사사무소	-	‘전라북도	익산의	다정다감,	다재다능	건축인’

4 설계경기 •	신대초	교사신축공사	설계공모

5 설계경기
•	서부특성화중	교사	증·개축공사	설계공모
•	보성군농업기술센터	신축	설계공모

6-7 기획 •	광주폴리(Gwangju	Folly)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8 학술지면 •	London,	고전과	모던이	함께하는	곳	-	조창근	교수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9 대학뉴스

•	전북	전주대	건축학부	5학년	명동성당에서	졸업전시회	열어
•	전북대학교,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대상으로	한옥집짓기	연수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5	광주건축공모전	접수	마감	진행
•	사랑에서_아홉	-	‘Fiar	Play’	-	서재형	편집인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10 News

•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CMB	광주	방송	스페셜토크	인터뷰	진행
•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광주시	도시재생국	안용훈	신임	국장과	면담
•	광주시,	도시계획	전문가	쿠니요시	나오유키	교수	초청	강좌	개최
•	전라북도,	다양한	도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건축문화제	추진
•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시·도회장협의회	전남	지역	방문
•	2015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광주지역	여름학기	교육	진행

11 News
•	대한건축사협회,	학력정보	관리	개선사항	안내
•	광주광역시청·구청	건축	관계	조직	안내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느낌이	있는	손글씨_캘리그라피’	-	서길진	독자	/	롯데카드
•	한편의	시	-	‘내	더위	물러가럇’	-	김영란	주부	/	광주	광산구	수완동
•	책	소개	-	‘Devoted	나는	아버지입니다’	-	한옥주	독자	/	그래픽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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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5년 9월 (70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인의	자세와	역할	-	박용묵	회장	/	전라남도건축사회

3 건축정보 •	노후건축물	정비	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정보

4 설계경기 •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설계공모

5 설계경기
•	가칭)	동악유치원	교사	신축공사	설계공모
•	순창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6 학술지면 •	비점오염원	관리방향설정	-	이정기	LH	처장

7 사람	&	issue
•		송양석	건축사	/	한미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의	기틀을	마련한	송양석	건축사,	2015년	자랑스런	광주	
건축인으로	추대’

8 대학뉴스

•	광주건축사회,	광주·전남	지역	대학교	건축전공	학생대표들과의	간담회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천득염	교수,	‘전남의	석탑’	발간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설계동아리	‘DH’	10주년	기념	워크숍	가져	-	김대윤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2015	광주도시재생아이디어공모전	개최
•	사랑에서_열	-	‘일어나,	일어나’	-	박홍근	자문위원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9 News

•	광주건축사회,	남구	희망주택리모델링	후원	사업	진행
•	2015년	제19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작품	모집	공고
•	2015	광주건축사	회원	작품	초대전	작품	모집	공고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5	광주건축문화투어	진행
•	광주건축사회	축구동호회	전지훈련	및	호남교류전	개최
•	전라북도,	제16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는	10월	15일	개막해	11월	13일까지	열려

10 News
•	광주건축사회	및	지역건축단체,	무소속	천정배	국회의원과	간담회	가져
•	법령정보

11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어헤야디야	뱃놀이	가자’	-	박철규	사원	/	여수	KCC	여천	공장
•	한편의	시	-	‘굳은	살’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	문명길	건축사	/	온	건축사사무소

12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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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5년 10월 (71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건축사의	역할	-	전병갑	회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3 건축계	뉴스

•	건축계	Hot	소식		-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	이상으로	확대	
-	전남	순천시	문화건강센터,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에	선정	
-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작	발표,	호남권에서	대상,	본상	나와	
-	광주	나무심는	건축인,	2015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당선작	발표

4 설계경기
•	목포대학교	도서관	증축공사	설계공모
•	광주학강초등학교	교사	재배치공사	설계공모

5 설계경기 •	목포	청호중학교	교사	이설공사	설계공모

6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과	더불어	신명(晨明)’	30일간의	대장정	시작
•	2015	국제디자인총회	오는	10월	17일	광주에서	개막

7 사람	&	issue
•		한형민	건축사	/	예향	건축사사무소	-	‘기도하는	건축사!	전남	순천지역건축사회장	한형민	건축사와의	만남’	
-	취재	:	이광영	건축사기자

8 대학뉴스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효원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받아
•	학생기고	-	‘대학	축제를	즐기는	방법_구조를	기반으로	한	폴리를	만들다’	-	이진석	학생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사랑에서_열하나	-	‘막장드라마와	권선징악’	-	서재형	편집인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9 News

•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광주광역시장	표창	받아
•	광주건축사회,	건축사간	저작권	위반분쟁에	적극적으로	중재	나서
•	‘한국건축산업대전	2015’	연계	건축사실무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	신청	안내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안길전	회장,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	광주·제주건축사회	바둑동호회	광주서	친선교류전	가져
•	국가건축정책위,	전남에서	건축·도시정책	포럼	개최
•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개정, 10월 1일 공포·시행

10 News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10월 초~11월 초 주요 일정 안내

•	법령정보

11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가을,	햇밤	주우러	가는	길’	-	김미송	교사	/	순천북초등학교
•	한장의	Photo	-	‘가을날의	환희’	-	김재성	사무국장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책	소개	-	‘왜	우화인가,	왜	이솝인가’	-	한숙	화가	/	전라북도	전주시

12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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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5년 11월 (72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빛고을	광주의	건축문화	-	안용훈	국장	/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

3 건축도시문화제 •	제1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최

4 작품소개 •	제19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주거	부문	금상	‘노대동792	단독주택’

5 작품소개 •	제19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비주거	부문	금상	‘첨단배드민턴장’

6 작품소개 •	제16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공	부문	대상	‘순창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7 작품소개 •	제16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일반	부문	대상	‘전주	수병원’

8 설계경기 •	가칭)	광양희망도서관	건립공사	설계공모

9 사람	&	issue •		이성엽	건축사	/	아림	건축사사무소	-	‘창간	6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건축문화사랑	신문	초대	공동발행인	전북	이성엽	
건축사와의	만남’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김미영,	양우현,	윤미순	건축사기자

10 인천투어	답사기

•		인천건축문화투어	답사기	
-	‘집을	보려면	집밖으로	나가야	한다’	-	김영선	예산팀장	/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	‘우리	동네를	벗어나	마실갔다	돌아오니	구석구석이	새롭다’	-	서원식	대표	/	풍연F&B	
-		‘광주지역주민들과	다른	지역과의	교류	체험이	앞으로도	활발해지고	광주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졌으면...’	-	최선경	
학생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11 대학뉴스

•	전주대학교	건축학부	강대호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	박소라	학생기자	/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	전남대	건축학부	천득염	교수,	(사)한국건축가협회	초평건축상	수상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작품전	개최해	-	정수진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사랑에서_열둘	-	‘바램_그대뿐입니다’	-	박홍근	자문위원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12 News

•	대한건축사혀보히,	지난	10월	23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가져
•	2015	광주건축사	윤리교육	및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관련	교욱	시간	안내
•	광주건축사회,	201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입장권	무료	배부
•	제16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오는	11월	6일까지	진행
•	전라북도,	제16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선정·발표

13 News

•	광주건축사회,	故	신정채	건축사((주)신한국	건축)	합동조문	진행해
•	광주건축사회,	건축사사무소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한다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내집짓기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	안내
•	전북건축사회,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수원으로	건축물	탐방	진행
•	전북	전주시건축사회,	회원	친목행사로	광주건축문화	탐방	진행해
•	대한건축사협회,	제4회	어린이	건축	창의교실	개최한다
•	전남	나주의	한국전력	신사옥	‘녹색건축대전	대상’	수상

14 News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11월 초 주요 일정 안내
•	법령정보

15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지중해를	따라	걷던	따스함의	기억’	-	맹민수	사원	/	유민	건축사사무소
•	한편의	시	-	‘원죄’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왜	우화인가,	왜	이솝인가’	-	한숙	화가	/	전라북도	전주시

16 명함광고 •	건축문화사랑	창간	6주년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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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5년 12월 (73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건축사공제조합	법인	설립을	앞두고	-	김영수	이사장	/	건축사공제조합

3 기획

•		건축문화사랑	신문	선정	2015년	건축계	News	&	Issue	
-	대한건축사협회장,	전회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선거로	선출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3년 임기 신임 회장 취임 

- 도로 사선제한 규제 53년 만에 폐지 

- 결합건축, 건축협정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 전국 건축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건축사, 무고 혐의로 구속돼 

- 4년제, 전문대 졸업자도 건축사보로 / 건축사 실무교육시간 5년 60시간 → 40시간으로 축소 

- 아시아 최대 규모 복합문화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4 설계경기 •	(구)	나주잠사공장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설계공모

5 작품소개 •	제16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공	부문	금상	‘전라북도	소방안전체험센터’	/	공공	부문	은상	‘신평문화회관’

6 사람	&	issue
•		정상채	건축사	/	초석	건축사사무소	-	‘건축이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	속에	혼을	불어	넣어주는	것!’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7 대학뉴스

•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2015년도	2학기	초청강연회	개최
•	동간대학교	건축과,	‘건축디자인전’	개최하여	문화전당	인근	건축물	등	제안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리크루팅Recruiting’을	위한	기업설명회	가져	-	김대윤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사랑에서_열셋	-	‘우리	아이들의	고향은	아파트?’	-	서재형	편집인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8 News

•	광주건축사회,	연말연시	맞아	이웃들에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진행
•	광주건축사회,	2015	광주건축사회원	발전워크숍	개최
•	광주건축사회,	한국씨아이엠(주)와	회원사	대상	BIM	실무교육	진행
•	전북건축사회,	일본과	중국	건축	관련	단체와	국제교류행사	추진해
•	제31대	전국	시·도건축사회장협의회,	제주에서	협의회	가져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광주도시재생	국제심포지엄	개최

9 News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12월 주요 일정 안내

•	법령정보

10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PALIMPSESTE’	-	범궁원	대표이사	/	A-DPM	E&C
•	한장의	Photo	-	‘경기전	홍살문’	-	이경탁	건축사	/	프라임	건축사사무소
•	책	소개	-	‘엘론	머스크,	대담한	도전’	-	정근양	건축사	/	아인	건축사사무소

11 광고 •	광고

12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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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6년 1월 (74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출발선에서...	-	조충기	회장	/	대한건축사협회

3 신년사
•	신년사		-	정명철	회장	/	제15대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박용묵	회장	/	제28대	전라남도건축사회	
-	전병갑	회장	/	제26대	전라북도건축사회

4 설계경기
•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당선작
•	삼호읍사무소	건립공사	설계공모	당선작

5 작품소개 •	제19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주거부문	은상	‘스케치’	/	비주거부문	은상	‘plenum’

6 학술지면 •	비점오염원	관리방향설정	2부	-	이정기	LH	처장

7 사람	&	issue
•		정민선	건축사	/	계원	건축사사무소	-	‘전남의	미래	건축문화를	선도할	청년건축사	무안지역	정민선	건축사와의	만남’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김미영,	정영법	건축사기자

8 기고

•		<우리의	삶터에서...	-	건축계	단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수하기	위한	건축계의	불문율(不文律)’	
-	정명철	회장	/	광주건축사회

•	사랑에서_열넷	-	‘응답하라,	골목길’	-	박홍근	자문위원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9 News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2016년	병신년	붉은	원숭이의	해	시무식	개최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법무법인	지산과	업무	협약	체결식	진행
•	광주	정인채	건축사,	안길전	건축사,	광주광역시장	표창	받아
•	제17회	광주건축사	미술	동호회	미술전	개최
•	제22회	광주예총예술문화상	시상식서	신영은,	박종호	건축사	수상
•	광주건축사회,	건축디자인자문제도	한시적	중지	알려
•	광주건축사회,	광주시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시와	의회에	항의서한	전달

10 News

•	전라남도건축사회,	‘2015	전남	건축인의	밤’	행사	가져
•	전라남도건축사회,	도내	취약계층	위한	집고쳐주기	지원	나서
•	2015년도	건축사	시험	최종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수여식	열린다
•	광주지역	서재형	건축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	전라북도건축사회	‘2016	신년하례회’	가져
•	(사)광주건단연,	‘지속가능한	광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	(사)광주건단연,	2015	광주	도시건축심포지엄	진행

11 News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1월 주요 일정 안내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역사의	반복	그리고	반성의	문화’	-	김정운	회사원	/	경기도	김포시
•	신년휘화	-	추원호	건축사
•	책	소개	-	‘칼의	노래’	-	진창윤	화가	/	전라북도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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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6년 2월 (75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32년간	사무국에서	바라본	건축사(建築士)	-	김재성	사무국장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3 작품소개
•		제16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일반	부문	비주거	금상	‘군산	하랑유치원’	/	일반	부문	주거	금상	‘효자동	박명자씨	
단독주택’

4 설계경기 •	여수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설계공모

5 설계경기
•	전주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제안공모
•	가칭)	에코에듀체험센터	신축공사	현상	공모

6 학술지면 •	비점오염원	관리방향	설정	-	이정기	LH	처장

7 사람	&	issue
•		박광성	건축사	/	바우	건축사사무소	-	‘건축에	대한	열정,	작품에	관한	기억,	우정이	빚는	공간,	“건축공간	이음”	바우	
건축사사무소	박광성	건축사와의	만남’	-	취재	:	서재형	편집인,	양우현,	윤미순,	박주현	건축사기자

8 News

•	학생기고	-	‘‘한국건축예찬,	땅의	깨달음’	-	이동화	학생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2015	‘장애없는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진행
•	사랑에서_열다섯	-	‘건축사(建築士)와	건축가(建築家)’	-	서재형	편집인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9 News

•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시간	단축되고,	건축사보	자격기준	바뀌어
•	국토교통부,	지자체	20곳	건축심의	모니터링	결과	공개
•	2016년도	건축사	예비시험	및	건축사	자격특별전형	시험	공고되어
•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부동산	담보대출	등	특판	개시
•	대한건축사협회	2016년도	감사선거에	호남권	건축사	출마
•	광주건축사회,	회관	1층	사무실	임대	접수	실시해

10 News

•	광주건축사회,	2016년	신입회원	및	광주지역	활동건축사와	간담회	열어
•	광주건축사회,	전회원	대상으로	건축설계용역발주	시	분리발주하지	않는	사례접수	받아
•	광주건축사회,	2016년	정기총회	표창패	수상자	결정
•	전남	광영지역건축사회,	‘2015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	준공식	가져
•	전북	군산지역건축사회,	군산시장으로부터	표창장	받아
•	광주건축사회	2016년도	감사선거	후보로	박진호	건축사	출마
•	2016년도	전국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일정	안내(2016년	2월	초	기준)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건파라치	생긴다

11 News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2·3월 주요 일정 안내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책	소개	-	‘하늘에	도전하다’	-	문승현	학생	/	전남대학교	재학
•	한편의	시	-	‘가려움’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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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6년 3월 (76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건축법	개정에서	본	건축계의	遺憾	-	이성엽	이사	/	대한건축사협회

3 정기총회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29회	정기총회
•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제50회	정기총회
•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제50회	정기총회

4 작품소개
•		제19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비주거	부문	동상	‘양림커뮤니티센터’	/	비주거	부문	동상	‘사직공원전망타워’	/	
주거부문	동상	‘멀티레벨하우스’

5 작품소개 •	제16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일반	부문	주거	은상	‘옴파로스’	/	일반	부문	비주거	은상	‘Dynamic	Wave’

6 설계경기 •	보성군	해수녹차센터	설계	공모

7 사람	&	issue
•		정인채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정호	-	‘대기만성(大器晩成),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대표적	인물,	정인채	건축사와의	
만남’	-	취재:	서재형	편집인,	김미영	건축사기자

8 News

•	전북대학교	한옥,	서울한옥박람회	전시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해외	유명	대학과	교류	진행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들의	해외봉사활동	-	정수진	학생기자
•	사랑에서_열여섯	-	‘나는	행복한	사람’	-	박홍근	자문위원
•	건축사	미술작품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9 News

•	(사)한국건축가회	전라북도회,	신임회장에	군산대	문창호	교수	선출
•	전북대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에	선임
•	전북건축사회,	전주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	신청받아
•	전북	익산지역건축사회,	재능기부	통해	익산시	건축물	안전지킴이로	나서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건축학	교육인증’	전북에서	첫	획득
•	대한건축사협회,	실시간	정보	제공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해
•	대한건축사협회	제50회	정기총회에서	신임감사	및	임원	선출
•	2016	ARCASIA	해외건축탐방	공모전	개최

10 News

•	광주광역시건축공사감리협의회	해산	및	청산	승인돼
•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공포
•	국토교통부,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에	관한	건축법	운영지침	안내
•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부동산	담보대출	등	특판	개시
•	광주건축사회	김재성	사무국장	대한건축사협회	공로상	수상
•	광주지역	조휴환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표창받아
•	전라남도	영암군,	제5회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개최
•	광주도시공사,	제2기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모집

11 News
•	전국	시·도	건축사회	총회	일정	안내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새로운	지성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	-	이균수	건축사	/	(주)맥	건축사사무소
•	한편의	시	-	‘퇴근길’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	길진	독자	/	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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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6년 4월 (77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취임사
•	시론	-	‘지역	건축인의	역할’	-	남해경	교수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신임	편집인	취임사	-	정명환	건축사	/	디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3 핫이슈
•	건축계	핫	이슈!		-	건설업체	건축사업까지	진출(설계겸업)	시도,	말살되는	건축업계	

-	영화	‘헤어화’를	통해	그려지는	광주의	모습은	
-	본지	서재형	편집인	퇴임

4 설계경기 •	전주	국문체육센터(장애인형)	건립공사	건축설계	제안공모

5 작품소개 •	제3회	군산시	건축문화상	입상작	금상	‘군산	한일교회’	/	은상	‘도암하우스’

6 사람	&	issue
•		박동영	건축사	/	(유)천년	건축사사무소	-	‘건축주에게	본인의	위치를	확인시켜드리고,	건축주의	생각을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이	우리	건축사들의	역할!’

7 News

•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2016년	정기총회	개최
•	‘건축문화사랑’	취임인사	글	-	김흥식	교수	/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	신임지회장
•	2016	ARCASIA	학생	건축설계	경연대회	개최
•	학생기고	-	‘YOUNG	CREATIVE	KOREA	2016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안성섭)	-	이동화	학생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사랑에서_열일곱	-	‘뒷모습’	-	서재형	편집인
•	건축사	미술작품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8 News

•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한옥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며	종료
•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	서울국제불교박람회(EXPO)	전시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4·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특강	진행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건축기사	실기시험	특강	진행해
•	광주폴리Ⅲ,	‘폴리와	도시의	일상성’	워크샵	개최
•	제5대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에	박유복	(주)인스나인	대표
•	2016	꿈다락	토요문화	광주학교	개강	및	참가	접수	-	이상희	간사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공고돼

9 News

•	광주건축사회,	광주지역	고등학교에	진로직업상담	교육기부	나서
•	광주건축사회,	이사회의	개최하고	부회장	2인	선임해
•	광주건축사회,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	신임	편집인	선임해
•	광주건축사	신용협동조합	임시총회	개최
•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부동산	담보대출	등	특판	개시
•	전남건축사회,	완도군과	‘2017	완도국제해죠류박람회’	관련	업무협약	체결
•	전남건축사회,	장흥군과	‘2016	국제통합의료박람회’	개최관련	협약	체결
•	전북	군산시,	근대·일반건축물	리모델링	참여	건축사	모집
•	전라북도	익산시,	한옥	지원	주민상담실	운영
•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시스템(세움터	미처리	대상용)	시행

10 News
•	건축사회	관련	4월·5월	주요	행사	일정	안내
•	법령정보

11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환상특급,	요즘	드라마를	보며’	-	김정운	독자	/	경기도	김포시
•	한편의	시	-	‘나그네’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내	마음속의	딱지’	-	진창윤	화가	/	전라북도	전주시

12 공지 •	광주건축사회	2016년도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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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6년 5월 (78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건축사공제조합	법인	설립의	첫	삽을	들다!	-	김영수	이사장	/	건축사공제조합

3 핫이슈

•		2016년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행계획	수립을	위한	발행인	및	편집위원	합동회의	개최	
-	간담회에서	논의된	기존	발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용묵	공동	발행인	
-	합동회의	마무리에서...	-	전병갑	공동	발행인

•	2016년	신임	편집위원	소개

4 설계경기 •	호남고속철도	나주역사	증축	기타	설계

5 설계경기 •	군산	3·1운동	체험교육관	건립	건축설계용역	제안공모

6 사람	&	issue
•		이두필	건축사	/	두산	건축사사무소	-	‘고진감래(苦盡甘來),	건축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두필	
건축사와의	만남’	-	취재	:	정명환	편집인,	양우현,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건축사기자

7 대학뉴스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	관계	명사초청특강	진행해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모교	졸업	선배와	함께한	‘특별할	것	없는	강의’	-	이동화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제29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개최
•	사랑에서_열여덟	-	‘백세인생’	-	박홍근	자문위원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8 News

•	전북	전주시건축사회,	전주완산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	전북	익산시,	상반기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	전북	순창군,	전국최초	신한옥형	‘금과어린이집’	완공
•	전북	군산시,	건축·광고물	행정	업무편람	제작
•	2016년도	건축사예비시험	시험장소	발표
•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공고돼

9 News

•	광주건축사회,	전남대학교	건축학부와	공동교육	협정식	가져
•	광주건축사회,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MOU	체결
•	제12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	축구대회	부산서	열려
•	2016년도	APEC등록건축사	등록갱신	안내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6년도	상반기	도시재생투어	실시
•	건축사협회	후원으로	광주·전남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교례회	열려
•	대한건축사협회,	‘2016년도	전국	건축사	지도자	대회’를	개최
•	대한건축사협회	등산동호회	상반기	산행	안내
•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2016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	에너지절약설계	지역별	단열기준	변경적용	시행

10 News
•	건축사회	관련	5월·6월	주요	행사	일정	안내
•	법령정보

11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인간의	죄악을	세밀하게	표현한	영화	「세븐」을	보고...’	-	박철규	사원	/	전남	여수	KCC
•	한편의	시	-	‘강물’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미래의	건축’	-	이신혜	직장인	/	전남	순천시	삼산동
•	건축사	미술작품	소개	-	‘무등산아랫마을’	-	김유지	건축사	/	(주)유지	건축사사무소

12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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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6년 6월 (79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그린스마트	시티(Green	Smart	City)’를	디자인	한다	-	김흥식	회장	/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3 핫이슈

•		이달의	건축계	핫이슈!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6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포럼(호남권)	개최	
-	(사)광주건단연,	광주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선진지	답사	진행	
-	2016년	건축사자격시험	및	특별전형	공고	
-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	오는	7월호부터	대대적	지면	변경

4 설계경기 •	수영장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5 설계경기 •	숲속	치유의	집	건립	건축설계	공모

6 기고 •	하늘과	땅과	사람이	머무는	곳,	누정과	해설	-	김혜영	교수	/	광주여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항공관광개발학과

7 사람	&	issue
•		김동선	건축사	/	(주)원일	건축사사무소	-	‘협회	발전을	위해	선후배	건축사	서로가	이해와	소통으로	협력하고	
단합하길	바라며...	광주건축사회	김동선	부회장과의	만남’

8 News

•	2016	친환경	건축디자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	조선이공대학교	건축과,	대구	근대건축문화투어	진행
•	제29회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오는	6월	18일	작품접수	마감
•	사랑에서_열아홉	-	‘지방소멸과	전라도’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	미술작품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9 News

•	광주건축사회,	광주지역	건축관련	학과	학생대표들과	간담회	진행
•	광주건축사회,	5개구청	건축	관계부서와	합동	간담회	개최
•	광주	건공회(건축직	공무원단체),	2016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	개최
•	광주	도시재생국	안용훈	국장,	광주환경공단	신임	이사장에
•	광주건축사회	송양석	건축사,	광주	게이트볼협회장에	선출
•	광주건축사회,	2016년	상반기	BIM	실무교육	개최	예정
•	광주	서구청,	광주건축사회에	건축물	설계·시공	시	협조	공문보내
•	광주도시공사,	제2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가져

10 News

•	2016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전북	진안군	관내	건축사	3명,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	전북건축사회,	전북교육청	시설과와	간담회	개최
•	전북	군산시,	건축·도시업무	최우수기관상	수상
•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	위한	‘조명환경관구역	지정’	나서
•	전남	순천시,	‘순천부읍성	관광자원화’	국제아이디어	설계경기	당선작	발표
•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오는	6월	30일까지	공모
•	전라북도건축사회	6월	건축사	실무교육(전문교육)	시행	안내

11 News
•	건축사회	관련	6월·7월	주요	행사	일정	안내
•	법령정보

12 독자정보
•	세상사는	느낌	-	‘오늘	어땠어요?’	-	오교주	기간제교사	/	전북	전주시
•	한편의	시	-	‘뒷모습’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아빠라는	이름의	행복’	-	이창배	직장인	/	전북	군산시



80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6년 7월 (80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건축·도시	관련	각종	심의·자문기준은	폐지	되어야	한다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해변,	언덕,	주택...’	-	강필서	건축사	/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경계를	만들며...’	-	전승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이작
•	광주건축사회,	2016년	시회	발전을	위한	지도부	합동	워크숍	개최해
•	광주건축사회,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6	도시재생	선진지	안양권투어	개최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구례목재문화체험장’	-	정영법	건축사	/	로운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시흥	물왕저수지	주변상가블록	계획’	-	이원규	건축사	/	(주)수지	건축사사무소,	강동영	건축사	/	
(주)청어람	R&C	건축사사무소

•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신재욱	사무관,	‘도시계획+건축	인허가	실무노트’	펴내
•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건축가회,	양림	건축테마투어	진행한다
•	광주	강필서	건축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받아
•	전남	회원동정
•	전남	7·8월	지역축제	안내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송봉엽	주택’	-	유기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뿌리
•	회원작품	-	‘첫집	[1’st	House]’	-	빙인섭	건축사	/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라북도	완주군,	원클릭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	실시
•	전라북도건축사회,	2016년도	상반기	건축사	실무교육	시행
•	전주시건축사회,	덕진구청과	건축허가	관련	간담회	개최
•	전라북도,	도시재생으로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다
•	익산지역	건축사회,	Revit	스터디교육	자체시행
•	건축문화사랑,	새로운	지면	구성에	따른	사설코너	논설위원	위촉
•	전북	회원동정

8 설계경기 •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일반설계공모

9 회원탐방
•		이형호	건축사	/	(주)삼정	건축사사무소	-	‘전통과	현대의	건축문화를	조화롭게	지휘하는	청년	건축사’	
-	취재	:	박종호	건축사

10 대학소식

•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2016	건축디자인캠프’	개최해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국제	설계	워크숍	진행해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1학기	설계	마감	작품	전시회	가져
•	광주건단연,	‘광주도시재생공모전’과	‘도시재생아이디어공모전’	개최한다
•	사랑에서_스무번째	-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	박홍근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11 종합뉴스
•	국건위,	‘국민이	행복한	건축’	정책	구현을	위한	전국	순회	포럼	이어나가
•	‘건축사	사업모델개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전문가	토론회	열려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나는	살면서	사실	나의	어렸을	때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했다.’	-	조소영	회사원	/	광주	광산구
•	한편의	시	-	‘저녁마다	아침마다’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불안’	-	김유미	팀장	/	(주)디아이지	건축사사무소
•	건축사	미술작품	소개	-	‘인물’	-	양동현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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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6년 8월 (81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의	대응	시급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가든	데미테르’	-	김형준	건축사	/	모아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신창동	1165-2	주택’	-	이경탁	건축사	/	프라임	건축사사무소
•	광주	상무대	표지석	복원에	숨겨진	한	건축사의	노고...
•	북부소방서와의	간담회	개최
•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	진행
•	소규모건축물	감리분리제도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
•	자문세무사에	세무법인	서정	정호령	세무사	위촉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나무병원’	-	이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제이플러스
•		회원작품	-	‘순천시	종합교통정보제어센터’	-	정집문	건축사	/	더존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내진성능	건축물	지방세	감면
•	전라남도	한옥	신축	주춤에	따라...	지원제도	개선
•	장흥지역건축사회,	장흥군	희망	家꾸기	주택신축	설계재능기부	나서
•	하반기	건축사실무교육	진행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카페	달콩’	-	육광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채담
•	회원작품	-	‘다락지몽’	-	김종성	건축사	/	CL	건축사사무소
•	전북	군산시,	도시재생선도지역	리모델링사업자	모집
•	오는	9월	6일	실무교육	개최
•	BF인증	관련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
•	오는	8월	18일	서울코엑스로	하우징페어	견학
•	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	출품	받아
•	최신	BIM	건축설계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북	남원시,	전통한옥	체험단지	‘남원예촌’	개관
•	전북	회원동정

8 설계경기 •	국립광주과학관	교육숙박동	설계공모

9 회원탐방 •	김희순	건축사	/	(주)율그룹	건축사사무소	-	‘호남지역	건축계의	잔다르크’	-	취재	:	양우현,	윤미순,	양창근	건축사

10 종합뉴스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종합정보센터,	오픈기념	캐드	등	공동구매	안내
•	나무심는	건축인,	‘2016년도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공모	진행
•	사랑에서_스물한번째	-	‘건축사와	김영란법’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11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우이도(소의	귀를	닮았다는	섬)를	다녀와서’	-	백재봉	건축사	/	백	건축사사무소
•	한편의	시	-	‘그리움’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	이광영	건축사	/	리가	건축사사무소
•	한	장의	사진	-	‘강변거리가	풍요로운	싱가폴의	야경’	-	이경탁	건축사	/	프라임	건축사사무소

12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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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6년 9월 (82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공공디자인법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우려	섞인	관심을	끌고	있다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카페드울림’	-	고경호	건축사	/	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큰빛자연생태유치원’	-	김준철	건축사	/	에코플랜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제13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회원작품	모집공고
•	아시아	현대미술축제	‘2016	광주비엔날레’	66일간	대장정	돌입
•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위원에	위촉
•	2016년	제20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작품	모집	공모
•	2016	광주건축문화투어(부산권)	참가자	모집	진행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상내리	다가구주택’	-	백종민	건축사	/	라인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도월리	단독주택’	-	양갑열	건축사	/	한울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도내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1호	가구	입주식	진행
•	전남건축사회,	2016년	하반기	건축사실무교육	진행
•	건축관계	규제개혁을	위한	전남지역	한	건축사의	노력,	화제
•	장흥지역건축사회,	장흥군	희망가꾸기	주택신축공사	재능기부	나서
•	전남	순천시,	관내	‘아름다운	건축물을	찾습니다’	건축상	공모
•	전남	여수시,	경관계획	공청회	열어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구이	S씨	단독주택’	-	이준호	건축사	/	준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써미트컨트리클럽하우스’	-	홍영식	건축사	/	하늘	건축사사무소
•	전라북도건축사회와	전주시건축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기탁
•	전라북도건축사회,	2016년도	하반기	건축사	실무교육	시행
•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행업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방문예정
•	전라북도,	제17회	건축문화상	작품공모
•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용역착수
•	전북	익산시,	어린이집	등	6개소	빗물이용	시설	설치
•	전북	회원동정

8 설계경기 •	광주시	김치	전통발효식품단지	조성사업

9 회원탐방 •		김회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우성건축(주)-	‘광주건축사회	제11대	회장(2007년	3월~2009년	3월)을	역임한	김회현	
건축사와의	만남’

10 종합뉴스

•	광주,	전남지역	대학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작품전	진행
•	광주건단연,	도시재생공모전·재생아이디어공모전	참가	접수	시작
•	전북대	건축공학과,	‘제11회	한국농촌건축대전’에서	대상	등	수상
•	대한건축사협회,	제5회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참가자	모집
•	광주건축사회	이와	관련,	오는	10월	6일	2시	회관	5층에서	설명회	개최	예정
•	2016	건축사자격시험	광주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진행
•	‘2016	건축의	날’	기념	작품전시회	전시작품	모집
•	2016	대한민국건축사대회-인천대회	가요제	이벤트	진행

11 종합뉴스
•	사랑에서_스물두	번째	-	‘거위의	꿈’	-	박홍근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엄마의	여름나기’	-	현은주	직장인	/	전남	담양	고서
•	한편의	시	-	‘허물벗기’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마법의	순간’	-	김영란	주부	/	광주	광산구	수완동
•	건축사	미술작품	소개	-	‘환상’	-	정원석	건축사	/	디자인	건축사사무소



83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6년 10월 (83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제언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비움박물관’	-	한진수	건축사	/	(주)토방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치평동	OCEAN	B/D	2’	-	선형종	건축사	/	(주)한길종합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행사주관,	어린이	건축도시	그림그리기	사생대회	열어
•	광주건축사회,	김영란법	설명회	및	감리체크리스트	공청회	개최
•	광주광역시,	제20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선정	발표
•	광주건축사회,	60세	이상	회원	대상	건축문화탐방	진행
•	‘제13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오는	10월	26일	개막
•	광주건축사회	제2대	회장을	역임한	송양석	건축사,	‘제3회	빛고을	건강	게이트볼대회’	열어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여수종화동	관광숙박시설’	-	조연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창조
•		회원작품	-	‘오치동	단독주택’	-	이정호	건축사	/	회원도시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나주	산포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1호	가구	입주식	열어
•	전남건축사회,	2016년	하반기	건축사실무교육(전문교육)	실시
•	전남	순천시,	제3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발	개최
•	전남	순천시,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작품	공모
•	전남도	의회,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제정
•	광주·전남지역	민간건축물	지진에	취약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효자동	도심형	빌라트	동방	아로채’	-	유영욱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무한
•	회원작품	-	‘더클래식	호텔’	-	윤창식	건축사	/	윤	건축사사무소
•	전북건축사회,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행업협회	회원들과	국제교류행사	진행
•	전북	전주시건축사회,	덕진구청	내에	건축	관련	무료상담소	개설
•	전북	전주시건축사회	회원친목행사로	전남	담양군	일원	방문
•	전북	익산시	건축사들,	전북지역	최초로	건축협동조합	설립
•	제17회	전라북도건축문화제	오는	10월	29일	개막
•	전북건축사회	경북,	충북건축사회와	삼도봉	등반행사	참석
•	전북	회원동정

8 설계경기 •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동부지원	청사	설계공모

9 회원탐방 •		박명재	건축사	/	명제	건축사사무소	-	‘건축은	삶의	도구일	뿐입니다.	_	전남	영암지역건축사회	회장	박명재	건축사와의	
만남’	-	취재	:	정명환	편집인,	박종호	편집위원

10 종합뉴스

•	광주건축사회,	건축인턴실무아카데미	제1기생	모집
•	제12회	건축의	날	기념식,	지난	10월	7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열려
•	건축사공제조합,	지난달	22일	공식	출범
•	제12회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장기	전국건축사	축구대회,	인천서	열린다
•	사랑에서_스물세	번째	-	‘흔들흔들’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11 종합뉴스
•	동아일보,	내진설계	관련	건축사들에	대해	‘비전문가’,	‘아마추어’로	폄훼	논란
•	2016	한국건축문화	大賞	입상작품	발표돼...	오는	10월	25일	시상식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세상에서	가장	슬픈	홈런’	-	정지훈	회사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	한편의	시	-	‘죄짐	받은	날’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미움받을	용기’	-	오주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공감
•	건축사	미술작품	소개	-	‘추월산풍경’	-	김유지	건축사	/	(주)유지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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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6년 11월 (84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정치하는	건축가

2 광주건축도시	
문화제 •	2016년	제13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열려	_	광주건축의	현재와	미래를	엿보다

3 전북건축문화제 •	제17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열려	_	건축!	전북을	짓다

4-5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시립	청소년	문화의집’	-	정명철	건축사	/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	청사’	-	김진형	건축사	/	(유)송림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광주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	광주건축사회	행사주관,	부산지역	선진	건축문화	탐방	진행
•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광주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참석
•	광주건축사회	역사편찬위,	30년사	발간	관련	회원	초청	좌담회	개최
•	광주	나심건,	‘2016년	아름다운	문화도시공간상’	당선작	발표
•	광주	회원동정

6-7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가인	MS하우스’	-	이정심	건축사	/	가인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군산	정수장	환경개선사업’	-	최병구	건축사	/	(주)디토	종합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주택·건축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전남	순천시,	전국	제1호	기적의놀이터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
•	장흥지역건축사회,	장흥군	희망가꾸기	주택신축공사	재능기부	또	나서
•	전남	순천시,	2016년	하반기	제로에너지건축	콘서트	시민강좌	실시해
•	전남	광양시,	건축조례	개정	추진...	부속	건축물	규제	완화
•	전남	회원동정

8-9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자연을	담은	집’	-	윤미순	건축사	/	미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2016	계곡리	주택’	-	김문호	건축사	/	이륙	건축사사무소
•	전북건축사회,	건축물	에너지절약	통계시스템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설명회	개최
•	전북	전주시건축사회,	회원친목행사로	전남	담양군	일원	방문
•	전주	(주)길	건축사사무소,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	동참해
•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디지털	포스터	경진대회	대상	수상
•	전북건축사회,	회원들에	건축사	면허대여	근절	및	업무수행관련	협조요청해
•	전북	익산시,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지방세	감면	추진
•	전북	회원동정

10 설계경기 •	성황	다목적	복합	체육관	건립공사

11 회원탐방 •		장성호	건축사	/	장	건축사사무소	-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조물주처럼	건축사들도	무에서	유를	만드는	예술가’	
-	취재	:	양우현,	양창근	건축사기자

12 종합뉴스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2016	페스티벌	개최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김동욱	경기대	명예교수	초청강연회	개최
•	2016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456명	발표돼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주관,	도시재생·아이디어	공모전	심사결과	발표
•	국토부,	건축물	내진설계·시공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토론회	개최

13 종합뉴스
•	사랑에서_스물네	번째	-	‘젊은	그대’	-	박홍근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대한민국의	십상시(十常侍)와	꽃...	그리고	화분’	-	김정운	회사원	/	경기도	김포시
•	한편의	시	-	‘궁금증’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사람은	다	다르고	다	똑같다’	-	박철규	회사원	/	전라남도	여수시
•	건축사	미술작품	소개	-	‘다산문화원’	-	정광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서로

15 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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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6년 12월 (85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건축행정은	민주적	절차와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 특별기고 •	리더십의	조건	-	석정훈	회장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3 특별기고

•		건축문화사랑	신문에서	본	2016년	건축계	News	&	issue	
-	소규모건축물	감리분리	8월	4일	시행	
-	동아일보,	내진설계	관련	건축사들에	대해	‘비전문가’,	‘아마추어’로	폄훼	논란일기도	
-	건축사	실무교육	이수시간	단축되고,	건축사보	자격기준	바뀌다	
-	건설업체	건축사업까지	진출(설계겸업)	시도,	말살되는	건축업계	
-	건축사들의	공제와	보증사업,	자금의	융자를	담당하는	건축사공제조합	공식	출범

4-5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일곡동	주택’	-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	회원작품	-	‘동명동	주택’	-	고경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	광주건축사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12월	22일	개최한다
•	광주건축사회,	연말연시	맞아	이웃들에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진행
•	광주건축사회,	일본	JIA	후쿠오카회와의	교류를	위한	방일	진행
•	광주광역시,	2017년	분리감리건축물	감리자	모집공고
•	광주건축사회,	(주)마이다스아이티와	건축물	설계자를	위한	지진방재	교육	실시
•	광주건축사회원	박동준	건축사,	사무소	개소	20주년	기념	작품집	발간
•	광주	회원동정

6-7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하람커피’	-	정	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대성
•		회원작품	-	‘용정리	주택’	-	장부근	건축사	/	(주)도헌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2016	전남	건축인의	밤’	행사	개최
•	전남	여수시,	도시재생·관광활성화	전략	심포지엄	개최
•	전남건축사회	회원	140여	명,	인천	대한민국건축사대회	1박2일	참가
•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건축	조례’	개정
•	전라남도,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100호째	결실
•	전남	회원동정

8-9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옥천골	미술관’	-	김병수	건축사	/	강천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옴파로스Ⅱ’	-	김현철	건축사	/	(유)스페이스모	건축사사무소
•	전북건축사회,	건축물	에너지절약	통계시스템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설명회	성료
•	전북건축사회,	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	전북건축사회,	완주군	소재	건축사들	완주군에	애향장학금	기탁
•	전북	익산시,	도시재생추진단	개소
•	전북	남원시,	주택	및	건축업무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전북건축사회,	2016년	건축사	송년의	밤	행사	개최한다
•	전북	회원동정

10 기획 •	광주건축사회	창립30주년	기념	좌담회	‘광주도시·광주건축사회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다’

11 독자광장

•	사랑에서_스물다섯	번째	-	‘되돌아	본	2016’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한편의	시	-	‘기도’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목포의	심장	「목원동	이야기」’	-	백재봉	건축사	/	백	건축사사무소

12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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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7년 1월 (86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2017년	건축·도시의	키워드와	전망	-	신재욱	논설위원

2 신년기고 •	건축사공제조합,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다!	-	김영수	이사장	/	건축사공제조합

3 특별기획
•	전남건축사회,	2016	전남건축인의	밤
•	광주건축사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4-5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운남동41482’	-	고경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	회원작품	-	‘街·建·場(가·건·장)’	-	이원일	건축사	/	이엘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2017년	정유년	붉은	닭의	해’	시무식	개최해
•	광주건축사회	30년사	역사편찬위원회,	해단식	열어
•	광주건축사회,	어려운	환경	극복하고	명문대학	입학	예정인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해
•	광주건축사회,	연말	맞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나눔봉사	나서
•	광주	회원동정

6-7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여수시	공화동	동부도시보건지소’	-	범	정	건축사	/	범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목포시	상동	에메랄드	퀸	주거복합’	-	이경일	건축사	/	원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흥지역건축사회,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	장흥군에	기탁
•	전남	순천시,	‘2016년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선정
•	전남도,	건축기본계획	수립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전남	장흥지역건축사회,	희망家꾸기	11호	준공식	참여
•	전남	회원동정

8-9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하룸	HARUM’	-	이성열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중원
•	회원작품	-	‘전주	한옥마을	주택’	-	박창균	건축사	/	예다음	건축사사무소
•	전북건축사회,	2017년	신년하례회	개최
•	전북건축사회·전주건축사회,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동참
•	전북건축사회,	‘2016년	건축사	송년의	밤’	행사	진행해
•	전주시건축사회,	덕진구	건축과와	간담회	개최
•	전북	회원동정

10 설계경기 •	담양	에코허브센터	설계공모

11 기업탐방 •	장	철	대표	/	동일교역(주)-	‘건축내외장재(패널·석재)	수입·판매·개발	전문기업	동일교역(주)’

12 독자광장

•	사랑에서_스물여섯	번째	-	‘12월의	시’	-	박홍근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한편의	시	-	‘새벽녘’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금리는	경제의	미래를	알고	있다’	-	조희진	독자	/	자산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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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7년 2월 (87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건축사와	설계자	-	추원호	논설위원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아주건설	담양	사옥’	-	장성문	건축사	/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借景	차경.	자연의	경치를	빌리다’	-	정관성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자경재
•	광주건축사회,	청년실업해소	위한	취업매칭데이	행사	가져
•	광주건축사회,	2017년도	제30회	정기총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	르꼬르뷔지에	건축전	등	건축문화답사	참가자	모집
•	광주건축사회,	2017년	감사선거	후보자	공고해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상사면	Y씨	주택’	-	정재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프로세스
•		회원작품	-	’상사	화수목마을	L씨	단독주택’	-	김용민	건축사	/	이엠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2017년도	제51회	정기총회	개최
•	전남건축사회,	올해도	전남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나서
•	전남	여수시,	‘건축	활발’	인·허가	꾸준히	증가
•	전남	목포시,	근대	건축	자산	일제조사	실시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바다회집’	-	한성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이든
•	회원작품	-	‘군산시	평생학습관’	-	홍지숙	건축사	/	홍지	건축사사무소
•	전북건축사회,	제51회	정기총회	개최...	앞서	윤리교육	진행
•	전북건축사회,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행업협회	국제교류	방문단	모집
•	한국감정원	2016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안내
•	전북건축사회원	6인,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완주
•	전북	익산시,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지방세	감면	확대시행
•	전북도,	202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	70%로	확대
•	전북	회원동정

8 설계경기 •	전남도립미술관	건립공사	설계공모

9 회원탐방
•		박병열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	-	‘호남지역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의	선구자	박병열	건축사와의	
만남’

10 기획 •	광주건축사회,	제1기	건축인턴실무아카데미	성료

11 종합뉴스
•	사랑에서_	스물일곱	번째	-	‘로맨스와	불륜’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쯧쯧......	요즘	것들이란’	-	이보라	심리상담사	/	전라북도	전주시
•	한편의	시	-	‘개심사’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최금주	직장인	/	경상남도	거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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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7년 3월 (88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구멍	-	최상철	논설위원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THE	BOX	BUILDING’	-	이순미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미가온
•	회원작품	-	‘MOUNTAIN·TREES·ROCK·HUMAN·SPACE’	-	선기택	건축사	/	(주)HS그룹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제30회	정기총회	개최,	회원	200여명	참석
•	본지	박홍근	초대	편집인,	광주·전남건축가회	회장에	선출
•	광주건축사회,	2017년	신입회원	및	광주지역	활동건축사와의	간담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	전임임원과	신임임원	하례회	개최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농업기술원	식품가공센터’	-	김미영	건축사	/	(주)금양이엔씨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금호동	근린생활시설’	-	최붕휴	건축사	/	성우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제51회	정기총회,	성황리에	진행
•	전남	나주지역건축사회,	나주시와	건축	무료상담	협약	체결
•	제6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오는	4월	6일부터	9일까지	염암서...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공덕	693’	-	장영삼	건축사	/	건이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원기리	주택’	-	박명호	건축사	/	다오	건축사사무소
•	전북건축사회	제51회	정기총회	개최,	앞서	윤리교육도	진행
•	전북건축사회,	전주비전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	전라북도,	안전점검	‘민관합동기동반’	출범
•	전주시건축사회,	제29회	정기총회	개최
•	전북	임실군,	‘건축행정	건실화’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	전북	회원동정

8 설계경기 •	전남여수산학융합지구	조성	신축공사	설계공모

9 회원탐방
•		김도석	건축사	/	미르	건축사사무소	-	‘1970년생	이후	건축사들의	모임	활성화	시켜,	청년건축사들이	협회	사업에	
관심	갖고	적극	참여토록	유도할	것!	_	광주건축사회	청년분과위원장과의	만남’

10 대학소식

•	동신대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	(사)한국건축정책학회	지역담당	부회장으로	추대
•	전북대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	국제회의에서	한국대표로	‘한옥’	발표
•	전북대	건축공학과,	미국에서	한옥에	대한	우수성	알리는	전시회	가져
•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2017년	정기총회	개최

11 종합뉴스
•	사랑에서_	스물여덟	번째	-	‘동백꽃’	-	박홍근	건축사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한편의	시	-	‘지병’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행복의	건축’	-	조하니	직장인	/	광주광역시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세상사는	느낌	-	‘양념반,	후라이드반’	-	김정운	회사원	/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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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7년 4월 (89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광주건축문화도시를	제안한다	-	이창율	논설위원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주)대명사옥	및	공장’	-	김영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담
•	회원작품	-	‘혜지헌(惠坁軒)’	-	김대영	건축사	/	인우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주최,	2017년	상반기	건축문화탐방	진행
•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전남대	건축학부	명사초청특강	나서
•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전임회장,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으로	선임
•	(사)광주건단연,	신임회장에	주석중	前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선출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카페	Space’	-	정재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프로세스
•		회원작품	-	’순천	드라마세트장	화장실’	-	이광영	건축사	/	리가건축사사무소
•	제6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한옥의	미래를	보다
•	전남	광양시,	2017년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전남	나주시,	해빙기	공공건축물	등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전남	곡성군,	‘2017	찾아가는	건축민원	상담’	성황리에	마쳐
•	전남	여수시,	도시재생	시민대학	오는	7월까지	운영	나서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다원’	-	서문용진	건축사	/	(유)수림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전북대학교병원	직장어린이집’	-	김유천	건축사	/	아이아트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건축사회	제29회	정기총회	개최
•	전주	구도심	한옥	등···	우수	건축자산	관리
•	뿌리	건축	유기호	건축사,	전주시	의회	의정	정책자문단	위원에	위촉
•	전북	군산시,	2017	전라북도	경관디자인	공모사업	선정
•	전북	회원동정

8 설계경기 •	순천시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신축	설계공모

9 회원탐방
•		유기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뿌리	-	‘건축	전문분야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건축인이	되고자	합니다	_	유기호	건축사와의	만남’

10 기획 •	광주건축사회	주최,	‘제1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개최

11 종합뉴스
•	사랑에서_	스물아홉	번째	-	‘건축과	권력’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청춘을	돌려다오.	열정을	다오.’	-	이경숙	독자	/	직장인
•	한편의	시	-	‘문풍지	떠는	소리에’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단순하게	느긋하게	행복하게’	-	홍성신	목사	/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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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7년 5월 (90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된	2015년	5월	18일	이후	-	김정규	논설위원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월산동	가구전시장	’	-	강철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코
•	회원작품	-	‘쌍태	300	펜션’	-	명성원	건축사	/	엠제이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2017년	제1회	월례회의	개최
•	2017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열려
•	2017년	광주·제주	건축사	바둑	친선교류전,	광주에서	열려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소근소근	하우스’	-	임현정	건축사	/	림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5·18	교육관’	-	김기준	건축사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전남도	‘행복둥지사업’	제1호	입주식	참여
•	전남	목포시,	건축행정	시민	소통	박차
•	전남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선도적	시행
•	건설기술자교육	인정관련	사이버강좌	개설	공지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돌담길	너머에는’	-	빙인섭	건축사	/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
•	회원작품	-	‘익산시	인화동	무인텔’	-	소정훈	건축사	/	훈	건축사사무소
•	전북건축사회,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행업협회	방문
•	전라북도,	올해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감소율	전국	최고
•	전북지역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달성률	28%로	저조
•	전북	익산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	전북	군산시	월명동에	테마	도시	숲	조성한다
•	전북	회원동정

8 설계경기 •	어르신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9 회원탐방
•		범정	건축사	/	범	건축사사무소	-	‘저의	계획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지역회원들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_	화순지역건축사회장	범정	건축사와의	만남’

10 기획 •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당선

11 종합뉴스
•	사랑에서_	서른	번째	-	‘꽃자리	’	-	박홍근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왜	배리어프리인가?’	-	모지환	연구위원	/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책	소개	-	‘탁월한	사유의	시선’	-	이광영	건축사	/	리가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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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7년 6월 (91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	강미현	논설위원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7_river	(신창동	근린생활시설)’	-	박대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광야
•	회원작품	-	‘별마루	차실	(화순군	동면	단독주택)’	-	정일중	건축사	/	다예촌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2017년도	구별협의회	간담회	진행
•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등	회원,	고등학생	진로직업교육봉사	진행
•	광주건축사회,	건축공사감리	지정	등에	관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광주지역	여성건축사회원,	제23차	대한여성건축사대회	참가
•	2017년	전남대학교	진로-진학	체험	박람회	개최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담양	창평	주택’	-	노기송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위드
•	회원작품	-	‘벌교	복지회관’	-	이	철	건축사	/	가인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한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참여
•	전남	나주시,	나주지역건축사회와	건축행정	발전	워크숍	개최
•	동신대	건축공학과,	성과발표회	및	졸업작품전	개최
•	목포대	건축학과,	학생	대표	면담	및	학생토론회	열어
•	순천대	건축학부,	고등학교	건축동아리	지도봉사	프로그램	실시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Gallery	해밀’	-	이동욱	건축사	/	두손모아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장수레드푸드’	-	이영운	건축사	/	(주)누리	종합건축사사무소
•	전북지역	건축인	한자리에...	2017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전북	완주지역건축사회	개소식(현판식)	개최
•	전북	전주	추원호	건축사,	서예작품	전시회	‘서예와의	만남전’	개최
•	전주대	건축학과,	‘지역성’이란	주제로	제19회	졸업전시회	개최
•	전북대	건축동아리	해비타트,	무료	건축봉사	나서
•	전북	회원동정

8 설계경기 •	대촌동	주민센터	증축공사	설계공모

9 회원탐방
•		강연심	건축사	/	백두	건축사사무소	-	‘모든	프로젝트는	‘내가	클라이언트이다’,	‘내	소유	건물이다’라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며	진행을	합니다	_	강연심	건축사와의	만남’

10 기획 •	건축문화사랑	2017년도	상반기	편집위원	및	학생기자	워크숍	개최

11 종합뉴스
•	사랑에서_	서른한	번째	-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기억하십니까?’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대한민국의	축’	-	강정원	독자	/	세종특별자치시
•	책	소개	-	‘버리고	비웠더니	행복이	찾아왔다’	-	김성중	건축사	/	도담	건축사사무소
•	한	편의	시	-	‘봄이	오고	꽃은	피건만’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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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7년 7월 (92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	-	고성석	논설위원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	봉환성	건축사	/	(주)리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효령동	단독주택’	-	임정휘	건축사	/	(주)세종이엔지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UIA	2017	서울세계건축대회	성공개최	기원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광주건축사회,	역대	광주건축상	조사	및	제21회	광주건축상운영	사업	실시
•	중앙일간지	동아일보에	‘광주건축사회	건축인턴실무아카데미’	소개
•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에	조선희	변호사(조선희	법률사무소)	위촉
•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전임회장,	검찰총장표창	수상해
•	나무심는	건축인,	‘2017년도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진행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주)삼마이앤시	사옥’	-	박환호	건축사	/	무용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유천리	단독주택’	-	박종호	건축사	/	유민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건축자재정보센터	설명회	참여
•	전남건축사회,	건축사실무교육	나주시와	순천시에서	실시
•	전남	무안지역건축사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나서
•	전남	목포시,	근대	건축문화유산	게스트하우스로	복원
•	전남	장흥군,	희망家꾸기	22호	새집	선물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임실유치원’	-김남중	건축사	/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심산장학문화재단’	-	이성엽	건축사	/	아림	건축사사무소
•	전북건축사회,	2017년도	상반기	건축사	실무교육	시행
•	전주시건축사회,	백제문화단지	건축문화탐방	진행
•	전주	추원호	건축사	‘서예와의	만남展’,	전북대	전시회	가져
•	전북	김제시건축사회,	김제시	등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해
•	전북	회원동정

8 설계경기 •	여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	설계공모

9 회원탐방
•		김현수	건축사	/	현	건축사사무소	-	‘똑같은	사과도	잘	닦아놓은	사과가	잘	팔리고	맛이	있어	보이듯이	남보다	
1장이라도	더	그린	도면이	실력	있는	건축기사요	건축사라고	생각합니다	_	김현수	건축사와의	만남’

10
대학소식	&	

뉴스

•	건축사공제조합,	‘건축사공제조합과	함께하는	희망나눔	봉사활동’	실시
•	2017	제12회	한국농촌건축대전	공모
•	순천대	건축학과,	일본	SHARE	가나자와	공생마을설계	건축가	초청강연	개최
•	전북대학교와	고구려대학교	한옥교육사업	MOU	체결
•	광주대	건축학과,	2017년도	1학기	설계스튜디오	‘작품품평회’

11 종합뉴스
•	사랑에서_	서른두	번째	-‘서시	(序詩)’	-	박홍근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사람이	다른	생명체와	다른	이유’	-	박미영	/	도담도담	육아지원센터
•	책	소개	-	‘색채가	없는	다자키	쓰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	임준영	학생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	한	편의	시	-	‘추락	하는	인격’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93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7년 8월 (93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겨울이	온다(Winter	is	coming)	-	정금호	논설위원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두장리	단독주택’	-	고경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	회원작품	-	‘월계149-36카페’	-	명성원	건축사	/	엠제이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광주	광산구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후원금	300만원	전달
•	광주건축사회,	건축전공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	전달해
•	광주건축사회원	정인채	건축사,	‘2017	건설의	날’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받아
•	광주건축사회,	광주지역	5개	구청	건축과장과	간담회	가져
•	광주전남건축가회,	‘건축가와	함께하는	양림건축여행’	진행
•	제21회	광주건축상	공모	개최	안내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둥이네	집’	-	박수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동행
•	회원작품	-	‘여해옹고당’	-	김성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맥토
•	전남	목포시,	제5기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시민	57명	수강
•	전남건축사회,	8~9월	건축사실무교육	8월	21일까지	접수	진행
•	전남	화순지역	장인영	건축사,	면민대상	건축상담	봉사	나서
•	전남	순천시	도시재생	공공건축물,	시민이	지어준	이름으로	재탄생
•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	전남도	친환경디자인상	수상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완주군립중앙도서관’	-	김남중	건축사	/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부안정수장환경개선사업’	-	임채엽	건축사	/	태권브이	건축사사무소
•	전북건축사회,	회원	복지	위한	장례식장	상호협력	협약	체결
•	전주시건축사회,	전주시	덕진구청	건축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	실시
•	전라북도,	제18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작품공모
•	전북	완주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읍면순회교육	실시해
•	전북	군산시,	시간여행축제(9월	15일~17일)	홍보	‘쿠폰북’	판매
•	전북	회원동정

8 설계경기 •	광양시	공공실버주택	건립공사	건축설계공모

9 회원탐방 •	임현정	건축사	/	림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	‘아름다운	공간을	창조하는...	품위있는	그녀	_	임현정	건축사와의	만남’

10
대학소식	&	

뉴스

•	학생기자	기고(건축문화답사기)	-	‘천국의	언덕,	산	프란치스코	대성당’
•	동신대	건축공학과	학생들,	하계방학	중	특별한	행사	가져
•	2017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총	7,113명	원서	접수해
•	전북대,	전주비전대	건축과	학생들,	전공활용	봉사활동	나서
•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	초·중·고	교사	대상	한옥교육	진행

11 종합뉴스
•	사랑에서_	서른세	번째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건축사의	역할’	-	서재형	건축사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휴휴당(休休堂)...	편안히	쉬는	작은집’	-	김소심	주부	/	전라남도	순천시
•	책	소개	-	‘시크릿’	-	손숙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가(전북	전주)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한	편의	시	-	‘경계선에서’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94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7년 9월 (94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자화상(自畵像)	-	최상철	논설위원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석곡동	단독주택’	-	강연심	건축사	/	(주)백두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수완동	단독주택’	-	김대영	건축사	/	인우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2017년	회원발전워크숍	개최
•	광주건축사회,	범죄	예방환경	조성을	위한	MOU	체결
•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광주고검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광주지역	신정철	건축사((주)에이디그룹	건축),	국건위원장상	수상
•	광주지역	강형선	건축사(메카	건축),	문체부	장관	표창	수여
•	광주건축사회원	작품전	출품작	모집공고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갤러리69’	-	김낙현	건축사	/	현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김동하(아뜰리에38)
•	회원작품	-	‘삼호보건지소’	-	정순흥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마루21
•	전남건축사회,	나주와	순천에서	2017년	건축사실무교육	실시
•	전남건축사회,	2017	제2회	전국	순회	건축·도시	정책포럼	주관	개최
•	전남	목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비	태세	확립
•	전남	순천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박차
•	전남	나주시,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책	마련	세미나	개최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죽림리	근린생활시설’	-	박상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태솔
•	회원작품	-	‘다복빌딩’	-	홍지숙	건축사	/	홍지	건축사사무소
•	전북건축사회,	전북도	2023	세계잼버리	유치	후원	협약	체결
•	전북	군산시,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
•	전북	남원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	전북	전주시,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제	대응
•	전북	회원동정

8 설계경기 •	가칭)효천1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	공모

9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	광주發	4차	산업혁명과	미래들,	2017	광주디자인비엔날레,	FUTURES	주제로	9월	8일	개막

10 공모전
•	제21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	제14회	광주건축·도시	그림그리기대회
•	제14회	광주건축·도시	사진공모전

11 종합뉴스
•	사랑에서_	서른네	번째	-	‘9월	25일,	‘건축의	날’을	아시나요’	-	박홍근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산에	오르다’	-	이형완	대표	/	(주)은빛바다	어업회사법인
•	책	소개	-	‘나는	셰어하우스에	산다’	-	홍승완	학생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한	편의	시	-	‘철들	무렵’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95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7년 10월 (95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저성장	및	인구감소	시대의	새로운	도시계획	-	신재욱	논설위원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가암리	주택’	-	박화수	건축사	/	(주)GA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이원일	건축사	/	이엘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어린아이들에게	건축과	도시에	대한	꿈을	심어주다
•	광주건축사회,	KMI	한국의학연구소	광주센터와	MOU	체결
•	광주건축사회,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업무	개시	안내
•	광주건축사회,	도시재생뉴딜정책	관련	정책세미나	개최
•	광주건축사신협,	조합원	대상	체크카드	발급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목포우리병원’	-	이승현	건축사	/	(유)예가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여수	우두리	호텔’	-	최병구	건축사	/	(주)디토	종합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제2회	전국	순회	건축·도시	정책	포럼	주관
•	목포대	건축학과,	2017	건축전	개최
•	전남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참여	열기	고조
•	전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연말까지	80%	완료키로
•	전남도의회,	전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청암산화장실’	-	유영록	건축사	/	디오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255-16번지	신축공사’	-	이준호	건축사	/	준	건축사사무소
•	전북·경북·충북건축사회,	삼도봉	등반대회	개최
•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부문	대상에	전북과학교육원	선정
•	전북지역	민간건축물	22%만	내진	설계,	대상	동수	10개	중	2개꼴로
•	군산시,	2017	아름다운	건축문화상	작품	공모	추진
•	전북	회원동정

8 설계경기 •	순천시	조곡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9
광주건축	
도시문화제

•	제14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Gwangju	Festival	of	Architecture	&	Urban	Culture)	개최

10 종합
•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3인	등록
•	나무심는	건축인,	2017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선정
•	전남대	건축·도시설계전공	학생들,	국제	디자인	워크숍	참여

11 종합뉴스
•	사랑에서_	서른다섯	번째	-	‘건축사	업무대가에	대한	울분’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정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일하는	삶’	-	유영록	독자	/	전라북도	군산시
•	책	소개	-	‘창가의	토토’	-	김다혜	학생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한	편의	시	-	‘새	살’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96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7년 11월 (96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건축사	직업의	한계	-	추원호	논설위원

2 기념사	&	축사

•	창간	8주년	기념사		-	정명철	회장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박용묵	회장	/	전라남도건축사회	
-	전병갑	회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창간	8주년	축사	-	남해경	회장	/	(사)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3 축사

•	창간	8주년	축사		-	주석중	회장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	문창호	회장	/	(사)한국건축가협회	전라북도건축가회	
-	김흥식	회장	/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	박홍근	회장	/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4-5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4·19	민주혁명	발상지역사교육관’	-	곽영경	건축사	/	(주)간토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동하재’	-	안성섭	건축사	/	(주)우도	종합건축사사무소
•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	선거	후보자	‘전라권	토론회’	광주서	개최
•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경찰의날	경찰청장	감사장	받아
•	광주건축사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참관-건축문화투어	진행
•	광주건축사회,	2017년	제3회	월례회의	개최
•	광주건축사회,	도시재생뉴딜정책	관련	심포지엄	개최
•	광주	회원동정

6-7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담양군	가암리	주택’	-	신숭민	건축사	/	SM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목포	옥암동	단독주택’	-	박종호	건축사	/	유민	건축사사무소
•	광양지역건축사회,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성금	200만	원	기탁
•	‘2017	전라남도	패시브하우스	컨퍼런스’	열린다
•	전남	목포시,	근대건축자산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
•	전남	여수시,	경관	조례	개정	시행...	경관심의	대상	확대
•	전남	회원동정

8-9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스카이락’	-	조창호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이상건축
•	회원작품	-	‘쉼	도서관’	-	김남중	건축사	/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전라북도민과	함께하는	‘제18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개최
•	전북	군산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소통의	장	마련
•	장수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컨설팅	상담반	운영
•	전북	익산시	건축	질서	확립	위해	하반기	지도점검
•	전북	회원동정

10-11
제21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	제21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	은상	‘Mareuk	67’	/	‘A	BUSTLING	HOUSE’	
-	동상	‘레지던시	스튜디오’	/	‘비아119안전센터’

12 종합

•	사람과	문화가	있는	도시디자인,	‘제1회	국제도시디자인포럼’	개최
•	순천대	건축학부	송성욱	교수,	‘2017	경기도	건축문화상’	대상	수상
•	광주대	건축학전공	학생들,	한·일	학생교류	및	기업체	탐방
•	광주대	건축학과	4학년	학생들,	양림동	답사	진행
•	전남대	건축학부	재학생,	‘LH주택건축대전’서	대상	수상

13 종합
•	사랑에서_	서른여섯	번째	-	‘너에게	묻는다’	-	박홍근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정보

14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Towards	my	architecture’	-	임준영	학생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	책	소개	-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	박혜숙	건축사	/	구민	건축사사무소(전북	전주)
•	한	편의	시	-	‘몽상’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15 광고 •	광고

16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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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7년 12월 (97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도시재생	사업총괄코디네이터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	유우상	논설위원

2-3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	
선거	후보자	

소개

•	대한건축사협회	3년을	이끌	새로운	회장은	누구?

4-5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MK5	화정동	근린생활시설’	-	강철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코
•	회원작품	-	‘행성8주택’	-	명성원	건축사	/	엠제이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회장,	CMB	광주방송	집중토론회	출연
•	제31대	전국시·도건축사회	회장	협의회,	포항지진피해	성금	전달
•	광주건축사회,	건축물	지진대비	및	도시재생	관련	정책세미나	성료
•	광주광역시,	2018년	분리감리건축물	감리자	모집공고
•	제19회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미술전	개최
•	광주	회원동정

6-7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상동	휴게음식점’	-	이승현	건축사	/	(유)예가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미라클센터’	-	전인천	건축사	/	다르다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2017	전남	건축인의	밤」	행사	개최
•	전남	순천에서	열린	‘2017	전라남도	패시브하우스	컨퍼런스’	성료
•	전남도,	‘2017	전라남도	건축관계자	워크숍’	개최
•	전남	순천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조선내화	목포공장,	근대산업유산으로	등록
•	전남	회원동정

8-9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아이엠씨	타워’	-	김용	건축사	/	김용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구억리주택	‘가온해’	-	김현철	건축사	/	(유)스페이스모	건축사사무소
•	전북건축사회,	2017년	제1회	임시총회	및	송년의	행사	개최
•	전북	남원지역	한병진	건축사(한진	건축),	환경부장관표창	수상
•	전북건축사회,	‘2017	전북건축사회	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	원광대	건축과	40주년	기념식	거행,	초대	동문회장에	이성엽	건축사	선출
•	전북	회원동정

10 종합
•	사랑에서_	서른일곱	번째	-	‘포항지진과	이국종	교수’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11 독자광장
•	특별기고	-	‘건축사공제조합은	필요한가’	-	왕정한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아라그룹
•	책	소개	-	‘신경끄기의	기술’	-	박주현	건축사	/	바움	건축사사무소
•	한	편의	시	-	‘해장국집에서’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12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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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8년 1월 (98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임의기준이	억제·강제할수록	도시는	피폐	해진다’	-	이창율	논설위원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새나래병원’	-	유형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원
•	회원작품	-	‘중흥동	미용실’	-	김승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률
•	광주건축사회,	‘2018년	시무식’	개최하며	힘찬	출발
•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	미술전	열어	시민들에	작품	선봬
•	광주건축사회,	일본	JIA	후쿠오카회와	국제교류협력	협의
•	광주건축사회,	제16대	회장	선거	및	2018년도	감사선거	일정	공고
•	2017년	건축사자격시험	607명	최종합격...	합격률	10.0%
•	광주시청	강백룡	종합건설본부장,	북구청	부구청장으로	취임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순천보훈회관’	-	양인승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키라인(주)
•	회원작품	-	‘신대어린이집’	-	김강룡	건축사	/	유피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2017	전남	건축인의	밤’	축제의	한마당으로
•	전남	순천지역건축사회,	농촌	지역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사업	진행
•	전남	순천시,	내진성능	확보	민간소유	건축물	지방세	감면
•	전남	순천시	신청사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목	쏠려
•	전남	해남군,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군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한별여성병원’	-	김종용	건축사	/	건원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여수해상케이블카’	-	이준수	건축사	/	엔드림	건축사사무소
•	전북건축사회,	2017년	제1회	임시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	열어
•	전북건축사회,	‘2018년도	신년하례회’	개최
•	전북건축사회,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기금	전달
•	전북건축사회와	전주시건축사회,	연탄	전달	및	배달	봉사	나서
•	전북	익산지역건축사회,	송년회	행사	개최와	연말	봉사	활동	나서
•	전북	회원동정

8-9
제18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	제18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	사용승인부문(공공)	대상	‘NH	농협전북통합본부’	
-	사용승인부문(일반/주거·비주거·한옥분야)	대상	‘DNB	빌딩’

10 종합

•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선거,	오는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실시
•	정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	68곳	확정
•	국토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3차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건축물	단열재	감찰	결과	발표

11 종합
•	사랑에서_서른여덟	번째	-	‘그	꽃’	-	박홍근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소식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보고픈	사람’	-	신창선	기자	/	영광신문
•	책	소개	-	‘바보	빅터’	-	박유현	학생	/	광주대학교	건축학전공
•	신년휘호	-	서예	:	제당(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99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8년 2월 (99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도로	인접	지역의	건축규제	무정부	상태	벗어나야’	-	김정규	논설위원

2 총회	&	선거

•	제32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선출		-	당선인	석정훈	서울	/	(주)태건축설계	건축사사무소	
-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	석정훈	당선인,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

•	대한건축사협회	2018년도	제52회	정기총회	개최
•	전남건축사회,	2018년도	제52회	정기총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	2018년도	제31회	정기총회	개최
•	전북건축사회	2018년도	제52회	정기총회	개최

3 선거
•	제15대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선거
•	2018년도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감사	선거
•	제29대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선거

4-5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가온당’	-	이순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	회원작품	-	‘농성동	근린생활시설’	-	김인호	건축사	/	지밀	건축사사무소
•	달빛(대구·광주)동맹,	양	도시의	건축계에도	이어져...
•	제31대	전국	시·도건축사회장	협의회,	광주	회의	개최
•	광주건축사회,	2018년	신입회원	및	광주지역	활동	건축사와의	간담회	개최
•	광주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찾아가는	교육’	개설
•	광주시	서구청,	관내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건축	인·허가	관련	협조요청
•	광주	회원동정

6-7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신성뜨란채	다세대주택’	-	고철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기람이엔지
•	회원작품	-	‘이천리	호스텔’	-	김용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다움
•	전남	순천시,	2018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받아
•	전남지역	건축물	절반가량	준공	30년	넘어
•	전남	광양시,	가설건축물	실명제	2월	1일부터	시행
•	전남	여수시,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
•	전남	목포시,	석면	함유된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	전남	회원동정

8-9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전주효자도서관’	-	김희순	건축사	/	(주)율그룹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삼시세끼	하우스’	-	강미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감
•	전북	군산지역건축사회,	2018년	정기총회	개최
•	전북	전주시,	전주시	대표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	전북대	한옥건축종합센터,	전북지역	문화재	관리	맡아
•	전북	고창지역건축사회,	설	명절	앞두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탁
•	전북	회원동정

10 설계경기 •	‘가칭’	매성중·고	신축공사	설계공모

11 종합
•	사랑에서_서른아홉	번째	-	‘열정페이’	-	서재형	건축사
•	법령소식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2018년	슈퍼문을	보면서...’	-	이영숙	독자	/	전남	순천시
•	책	소개	-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	황승연	독자	/	전북	익산시	현대측량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100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8년 3월 (100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은메달’	-	정금호	논설위원

2-3 선거
•	광주건축사회	340여	명	회원의	선택은!!!	제16대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	제16대	회장	선거	및	2018년	감사	선거	후보자	공보

4-5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효천다솜유치원’	-	김봉성	건축사	/	비에스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Jeojeon	85-1’	-	박대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광야
•	광주건축사회	제2회	이사회의에서	제31회	정기총회	표창	수상자	결정
•	대한건축사협회,	제52회	정기총회	광주지역	표창	수상자	결정
•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품질시험	검사	이용	안내
•	한국감정원,	2017년	건물신축	단가표	발간
•	광주	회원동정

6-7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무안	각설이	품바	전승관’	-	김성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맥토
•	회원작품	-	‘구산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박병엽	건축사	/	박병엽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2018년도	제52회	정기총회	성료
•	전남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우수건축사회	표창	수상
•	전남	순천시의	도시재생,	자치분권	혁신모델로	부각
•	전남	목포시의	근대건축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효자	노릇
•	전남	광양시,	1919년	건축된	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	복원	나서
•	전남	회원동정

8-9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무용헌’	-	문병률	건축사	/	포럼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	주영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우설계
•	전북	전주지역건축사회,	2018년	제30회	정기총회	개최
•	전북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	‘새	단장’
•	전북	완주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적극	나서
•	원광대	건축학과	박기우	교수,	‘Asia	Design	Prize	2018’	수상
•	전북	전주시,	전국	최초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재능기부	운영사업	시행
•	전북	회원동정

10 설계경기 •	함평교육지원청	청사	이설공사	설계공모

11 종합
•	사랑에서_마흔	번째	-	‘눈밭길	함부로	밟지	마라’	-	박홍근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소식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여행’	-	배성훈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한	편의	시	-	‘기분	좋은	날’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천국에서	만난	다섯	사람’	-	박유현	학생기자	/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101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8년 4월 (101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건축,	위드유(With	You)로	답하다’	-	강미현	논설위원

2 취임사
•	취임사		-	강현구	회장	/	제16대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조연준	회장	/	제29대	전라남도건축사회	
-	이길환	회장	/	제27대	전라남도건축사회

3 회장	이·취임식

•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15·16대	회장	이·취임식
•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제26·27대	회장	이·취임식
•	제5대	편집인	취임사	-	강동영	건축사	/	(주)청어람알앤씨	건축사사무소
•	제4대	편집인	퇴임사	-	정명환	건축사	/	(주)디에이	건축사사무소

4-5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일곡동	단독주택	’	-	서남열	건축사	/	신원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장덕동	단독주택’	-	조문송	건축사	/	소올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2018년도	제31회	정기총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신임회장,	제4회	이사회의	개최하고	조직편제	개편	나서
•	2018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	제2회	광주건축사회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개최
•	광주전남건축가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행복을	담는	건축학교	광주	교육	개최
•	광주	회원동정

6-7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광양시	봉강면	단독주택’	-	김한얼	건축사	/	(주)한얼	종합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진도수도관리단’	-	최병구	건축사	/	(주)디토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전남건축학회,	신임회장으로	동신대	이상준	교수	선임
•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위원	공개	모집	나서
•	전남	목포시,	총괄	코디	위촉으로	도시재생	뉴딜	추진	탄력
•	전남	순천시,	도시재생대학	개강...	자치	분권형	도시재생	박차
•	전남	회원동정

8-9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구이	원기리	주택’	-	박창균	건축사	/	예다음	건축사사무소
•	회원작품	-	‘전주	이家한옥’	-	박보경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시앤에스
•	전라북도건축사회,	2018년	제52회	정기총회	개최
•	전북	정읍지역건축사회,	마을정비사업	후원금	전달	및	봉사	활동	펼쳐
•	전북	남원지역건축사회,	남원시와	소통간담회	가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미일치	건축물대장	정비,	민원인	편의	제공	총력
•	전북	군산시,	‘2018년	문화적	도시재생	공모’	선정
•	전북	회원동정

10 설계경기 •	순천시	연향동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	설계공모

11 종합
•	사랑에서_마흔한	번째	-	‘풀뿌리	건축문화’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소식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나의	버킷리스트에서’	-	최길호	학생기자	/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	한	편의	시	-	‘병상’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	김다혜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102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8년 5월 (102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줄탁동시(啐啄同時)	건축(建築)을	꿈꾸며’	-	고성석	논설위원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BOM	Cafebrary’	-	박성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송정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회장들,	공동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	간담회	가져
•	광주건축사회	신임회장단,	남구청·광산구	부구청장과	간담회	가져
•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자문위원회의	개최하고	의견청취
•	광주건축사회,	2018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	광주광역시,	광주건축사회에	규제개선	건의사항	제출	요청
•	‘호남지역	건축사회	회원	친목	골프대회’	열린다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노란색벽돌집’	-	임현정	건축사	/	림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적극	추진	나서
•	전남	순천시,	청년	건축학도들이	그려낸	신청사	11개	작품	선정
•	전남	화순군,	건축사	무료상담	서비스	실시
•	전남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시민	의견	반영해	수립키로
•	전남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상서	다듬기	워크숍	개최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서은옥푸드	사옥’	-	이준수	건축사	/	엔드림	건축사사무소
•	전북	김제지역건축사회,	김제소방서에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
•	전북	전주시,	전주부성	터와	주변부를	역사도심지구로	설정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미일치	건축물대장	정비	나서
•	전북	정읍시,	5월부터	도시재생	창안대회(도시학교)	본격	운영
•	전북	전주시,	2018	첫마중길	도시재생뉴딜	공모대비	토론회	개최
•	전북	회원동정

8 설계경기 •	‘가칭’	행복중학교	신축공사	설계공모

9 기획 •	광주건축사회	주최,	전남일보사	후원,	‘제2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개최

10 종합

•	광주전남건축가회,	‘제1회	광주건축대전’	공모	진행
•	올해로	27회째를	맞이하는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응모접수	시작
•	2018년도	건축사	예비시험	시험장소	발표
•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	2018년도	신임	건축사편집위원	선임
•	2018	제14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성료
•	전북건축사회	축구동호회	주관으로	호남지역건축사	축구교류전	열려

11 종합
•	사랑에서_마흔두	번째	-	‘행복’	-	박홍근	건축사
•	법령소식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꿈이라는	게_(현실과	이상)’	-	박유현	학생기자	/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한	편의	시	-	‘철부지’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	임준영	학생기자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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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8년 6월 (103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때늦은	위로’	-	최상철	논설위원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빛고을	서구	주간보호센터’	-	김정선	건축사	&	이원주	/	엘에이앤(LAN)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회원사의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자문기관과	협약
•	광주건축사골프동호회,	제1회	호남지역건축사	골프대회	참가
•	광주건축사회,	2018년도	제1회	월례회의	개최
•	CVS(VMF-1)	자격교육	과정	참가자	모집	안내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8	건축디자인	워크숍	개최
•	건축사	업무실적	관리제도	개선시행	안내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노란색벽돌집’	-	박수정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동행
•	전남	여수	원도심	주민,	도시재생사업	기획부터	실행까지...
•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	지역건축사회	회원들과	간담회	가져
•	전남	광양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	‘제13회	한국농촌건축대전’...	6월	29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	전남	목포시,	시민감사관	20명	공개	모집	나서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전수현	웨딩샾’	-	김종용	건축사	/	건원	건축사사무소
•	전북건축사회,	‘2018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전북건축사회	주최,	제1회	호남지역건축사	골프대회	열려
•	전북	익산지역건축사회,	회원들과	2/4분기	간담회	가져
•	전주시건축사회,	지역주민들에게	건축전반	무료상담	등	재능기부	펼쳐
•	전북	김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위촉
•	전북	회원동정

8 설계경기 •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건립공사	설계공모

9 설계경기 •	‘가칭’	행복초	신축공사	설계공모

10 종합

•	201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시행	일자	공고
•	2018년도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	대한건축사협회,	‘2018년도	협회발전워크숍’	개최
•	2018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大賞)	공모
•	광주건축사회,	건축인턴실무아카데미	제2기	모집	나서
•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2018	캡스톤디자인	성과발표회	개최
•	건축사자격갱신등록	후	조달청	나라장터	‘건축사	자격등록증’	제출	알림

11 종합
•	사랑에서_마흔세	번째	-	‘지방선거와	전라도’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소식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건축학과	끝에	서서’	-	김일규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한	편의	시	-	‘종점	없는	버스’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녹색성장	대한민국의	그린오션	전략’	-	정경호	학생기자	/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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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8년 7월 (104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광주다운	도시계획’	-	신재욱	사무관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버려진	땅,	선택된	풍경_신창동657’	-	정명환	건축사	/	(주)디에이	건축사사무소
•	<기획>	광주에서	건축	인·허가는	“시간과의	싸움”
•	건축사협회	후원,	‘2018	광주·전남지방선거	당선자	교례회’	열려
•	광주건축사회,	일본	JIA	후쿠오카회와	국제교류사업	협의	진행
•	광주건축사회,	2018년	하계	임원야유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	정명철	전임회장,	건설의	날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수상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남악리	1854’	-	김정철	건축사	/	AD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	전남건축사회,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성공	개최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전남	나주지역건축사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달성	위한	업무협약체결
•	전남	순천시	2곳,	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
•	전남	여수시,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	시민대학’	개강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화수분’	-	장종우	건축사	/	(주)장인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원	간	단합	위한	친목	행사	진행
•	전주지역건축사회,	집중호우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요청
•	전라북도,	민선	7기	첫	공모사업에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
•	전북	익산시,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지도점검	실시	완료
•	전북	김제시,	도시재생대학	상반기	기본과정	수료식	개최
•	전북	정읍시,	오는	7월	13일	‘도시재생시민포럼	2018’	개최
•	전북	회원동정

8 설계경기 •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조성사업	설계공모

9 회원탐방
•		강현구	회장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광주건축사회를	‘안전한	건축’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단체로	
만들겠습니다.”

10 종합

•	2018년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행인	및	편집위원	합동회의	개최
•	광주전남건축가회,	제1회	광주건축대전	시상식	오는	7월	11일	개최
•	전남대	건축학과	동아리,	JUMP의	봉사활동	행보	-	배성훈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건축사자격갱신등록	후	조달청	나라장터	‘건축사	자격등록증’	제출	알림

11 종합
•	사랑에서_마흔네	번째	-	‘한마디	말’	-	박홍근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소식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한여름	밤의	월드컵’	-	김영란	독자	/	광주	광산구	수완동
•	한	편의	시	-	‘메아리’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인생을	바꾸는	건축수업’	-	홍승완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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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8년 8월 (105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啐啄同時(줄탁동시)’	-	추원호	논설위원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쌍촌동	근린생활시설’	-	고경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	광주전남건축가회,	‘제1회	광주건축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의	건축	인·허가	소요기간	단축	등	개선요구,	언론에서	심도	있게	다뤄
•	광주건축사회,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른	법규	및	교육	안내	나서
•	광주건축사회,	역대	광주건축상	2차년도	조사	및	제22회	광주건축상	사업	실시
•	제22회	광주건축상	공모	개최	안내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순천	팔마야구장’	-	박병열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
•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	태풍	수해	지역	주민	위로	방문
•	전남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간담회	가져
•	전라남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21곳	접수받아
•	장흥군,	새	보금자리	‘희망家꾸기	28호’	탄생
•	광양시,	첨단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첫발	내딛다
•	순천시,	도시재생	청년	창업자	대상	맞춤형	특강에	큰	호응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다함빌딩’	-	조은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JCN
•	(사)전라북도건축문화진흥연합회,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	전주시	덕진구청,	건축허가신청	시	옥상조경·벽면녹화	권장	협조	요청
•	전주시,	8급·9급	기술직	공무원	대상	‘제4차	기술아카데미’	개최
•	정읍시	주관,	‘2018년도	정읍시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	수료식	진행
•	정읍시,	‘도시재생	시민포럼	2018’	성황리에	열려
•	전북건축사회	2018년	하반기	건축사실무교육	시행
•	전북	회원동정

8 설계경기 •	광영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	건립공사	설계공모

9 회원탐방
•		조연준	회장	/	전라남도건축사회	-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은	페이퍼	컴퍼니와	메뚜기	같이	움직이며	
설계비를	흐리는	시행사와	건축주들,	그리고	면허를	대여하는	건축사들을	근절하는	일입니다.”	-	취재	:	강동영	편집인,	
박종호	전남	부편집인

10 종합

•	광주건축사회	주관,	제15회	광주건축·도시	그림그리기대회(사생대회)	개최	안내
•	광주건축사회	주관,	제15회	광주건축·도시	사진공모전	개최	안내
•	전남대	건축학부	고성석	교수,	산업대학원장	겸	공과대학장에	임명
•	나무심는	건축인,	‘2018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공모
•	순천대	건축학부	학생들,	광주·전남권	각종	공모전서	잇따라	수상

11 종합
•	사랑에서_마흔다섯	번째	-	‘일본의	농촌을	다녀와서’	-	서재형	건축사
•	법령소식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힐링과	YOLO	그리고	소확행’	-	배성훈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한	편의	시	-	‘식중독’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상실의	시대	(원제	노르웨이의	숲)’	-	박유현	학생기자	/	광주대학교	건축학전공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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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8년 9월 (106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콜럼버스”를	기다리며	-	유우상	논설위원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드영미술관’	-	전승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이.작
•	(가칭)광주전남건축사협동조합,	광주아키플랜주식회사	창립준비	순항
•	광주전남건축가회,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김광현	명예교수	강연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	2018년	회원	발전워크숍	개최한다
•	광주시,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제22회	광주건축상	공모	개최	안내
•	광주건축사회원	작품전	출품작	모집공고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LE	GRAND	BLEU’	-	이	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제이플러스
•	전남건축사회,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	업무협약	체결
•	전남건축사회,	2018년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
•	여수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	시민과	함께	완성해	나간다
•	전라남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8곳	선정
•	9월부터	건축물	소방안전	관리자	실무교육	필수
•	목포시,	전국의	청년들	대상으로	‘괜찮아	마을	프로젝트’	진행
•	광양시,	내	집과	어울리는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	독려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갤러리	해밀’	-	이동욱	건축사	/	두손모아	건축사사무소
•	전라북도,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	전주시,	‘제2차	사람의	도시	아카데미’,	승효상	건축사	특강	진행
•	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	공모	역대	최고	국비	750억	확보
•	전주시,	국토부	2018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	정읍시,	각종	‘인·허가	민원	원스톱	처리	창구’	설치
•	군산시,	자율형	건물번호판	및	상세주소	홍보	앞장서
•	전북	회원동정

8 설계경기 •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9 회원탐방
•		이길환	회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임기동안	전북건축사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할	생각이며,	
대내외로	진정한	힘	있는	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취재	:	강동영	편집인,	양우현,	윤미순,	
양창근	편집위원,	최길호	학생기자

10 종합

•	광주건축사회	주관,	2018	제15회	건축·도시사진공모전	진행
•	광주건축사회	주관,	2018	광주건축문화투어	참가자	모집
•	‘상상된	경계들’	주제로	2018	광주비엔날레	개막
•	전남대	건축학부,	조선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졸업	작품전	개최
•	2018	건축사	자격시험	일반	및	특별전형,	9월	8일	열려
•	읍·면·동장에	건축물	건축	신고	및	후속	행정	일괄	위임

11 종합
•	사랑에서_마흔여섯	번째	-	‘섬’	-	박홍근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소식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도시재생,	그	의미에	대하여’	-	홍승완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한	편의	시	-	‘회상’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한국에서	건축가로	살아남기’	-	김일규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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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8년 10월 (107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도시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	이창율	논설위원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청여당	淸與堂’	-	신영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사람
•	광주·전남건축사회,	(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와	업무협약
•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20번째	미술	전시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	유치원·초등학생	대상	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	개최
•	광주	정광민	건축사,	2018	건축의	날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	제32대	전국	시·도건축사회장	협의회	광주방문
•	광주건축사회,	경찰청	주최	행사에서	경찰청장	표창	수상한다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광양용강도서관’	-	박종경	건축사	/	(주)가야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실시
•	전남건축사회,	법제위원회	및	정책·홍보위원회	회의	개최
•	전남도,	건축사와	건축행정담당자가	함께하는	건축관계자	워크숍	개최
•	전남	장성군,	‘건축	행정	건실화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	동신대	이상준	교수,	건축의	날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
•	전남	나주시,	읍성권	전통한옥지구사업에	최대	2억	원	지원
•	전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율	높아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고센	숲	탐험대	&	호크마	두뇌계발원’	-	한성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이든
•		전북·경북·충북건축사회,	삼도봉	등반대회	개최
•	(사)전라북도	건축문화진흥연합회,	제19회	전북건축문화제	개최
•	전북	전병갑	건축사,	2018	건축의	날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
•	전북건축사회	축구동호회,	대한건축사축구연합회장기에서	우승
•	전북	순창군,	읍면	순회로	무허가	축산농가	양성화	지원	나서
•	전북	군산시,	도시재생	시민기자단	모집
•	전북	군산시,	‘2018년	군산시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	실시
•	전북	회원동정

8 설계경기 •	여수해양경찰서	신축공사	설계	공모

9 회원탐방
•		정용재	건축사	/	태진	건축사사무소	-	“공식적인	회원	지원	기구로써의	역할을	모색하여	회원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	취재	:	강동영	편집인,	설혜순	편집위원

10 종합

•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최
•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공공부문	대상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	광주대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제30회	건축작품전	개최
•	조선대	건축학부	김인호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	받아
•	광주건축사회	주관,	서천·익산·완주	건축문화투어	참가자	모집

11 종합
•	사랑에서_마흔일곱	번째	-	‘안	하는	걸까?	못	하는	걸까?	하고	싶지	않은	걸까?’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	미술작품	-	‘백두산	천지’	-	그림	:	이경탁	건축사	/	프라임	건축사사무소
•	법령소식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대학	졸업을	앞둔	5학년의	고민’	-	박유현	학생기자	/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책	소개	-	‘여행의	기술’	-	배성훈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한편의	시	-	‘사유’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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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8년 11월 (108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소규모	건축물의	관리강화’	-	강미현	논설위원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화순	만연산	치유의	숲	치유센터’	-	이순미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미가온
•	광주건축사회,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경찰청장	표창	수상
•	광주건축사회,	일본	JIA후쿠오카회와	국제교류협의를	위한	방문	진행
•	광주건축사회,	‘2018년	제1차·제2차	광주건축문화투어’	성료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15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최
•	광주전남건축사협동조합,	발기인	창립총회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진행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조대병원	광역치매안심센터’	-	박종호	건축사	/	유민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2018년	행복둥지사업	100호	입주식	행사	동참
•	‘2018	전라남도	건축	관계자	워크숍’	성료
•	전남건축사회,	‘2018	전남	건축인의	밤’	행사	개최한다
•	전남	순천시	도시재생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막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최종	승인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	이효준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청연
•	전북건축사회	‘저소득	가정	집수리	사업’	지원	성금	전달
•	일본	건축가협회	구주지부	가고시마	회원	전북	방문
•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성료
•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부문	수상작	발표
•	전북	회원동정

8
제22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	제22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주거	부문	금상	‘백소헌(白巢軒)’

9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부문(공공	분야)	대상	‘남원	예촌’

10 기획

•		건축문화사랑	신문	편집위원	&	학생기자	활동후기	
-	강동영	편집인	
-	설혜순,	양창근,	최정미,	윤미순,	임태형	편집위원	
-	홍승완,	배성훈,	최길호,	임준영,	김일규,	이정민	학생기자

11 독자광장
•	사랑에서_마흔여덟	번째	-	‘짓다	[짇:따]’	-	정명환	건축사
•	세상사는	느낌	-	‘TED	강의를	듣고’	-	홍승완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	책	소개	-	‘당신의	조각들’	-	임준영	학생기자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12 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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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8년 12월 (109호)

1 표지/사설
•	표지
•	사설	-	‘건축물의	공정한	경쟁과	인정’	-	고성석	논설위원

2-3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상록도서관’	-	강현구	건축사	/	조형	건축사사무소(주)
•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2018년	대학장학금	장학생	선정
•	광주광역시,	2019년	소규모	건축물	감리자	모집공고
•	2018년	건축문화사랑	발행인	&	편집위원	&	학생기자	워크숍	개최
•	광주	회원동정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유달산게스트하우스	“설레임’	-	임현정	건축사	/	림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2018년도	지역사회	공헌사업	진행...
•	전남건축사회,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	수료식	개최
•	전남건축사회,	‘2018	전남건축인의	밤’	오는	14일	여수에서	개최
•	전남건축사회	주최,	2018	추계	호남건축사	골프대회	열려
•	전남	광양지역건축사회,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에	200만	원	기탁
•	전남	회원동정

6-7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그	날의	온도’	-	양우현	건축사	/	백현	건축사사무소
•	전북건축사회,	2018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	전북건축사회,	2018년도	건축사	실무교육(윤리교육)	진행
•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전북	군산에서	세미나	개최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	대통령	표창	수상
•	전북대학교	국토교통부	고위정책과정	한옥	교육	실시
•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	고창지역	한	초등학교에	정자	기부
•	전북	회원동정

8
제22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	제22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비주거	부문	금상	‘라티스	빌딩	(Lattice	Bldg.)’

9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부문(일반	분야)	대상	‘테라스	“샵(#)”’

10 종합
•	사랑에서_마흔아홉	번째	-	‘갈등’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소식

11 독자광장

•	특별기고	-	‘광주,	상업지역	고층아파트	건축	논란’	-		이창율	대한건축사협회	前부회장,	한국건축정책학회	
前부회장·現감사

•	세상사는	느낌	-	‘건축을	배우며...’	-	정경호	학생기자	/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	한편의	시	-	‘거리의	풍경’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12 전면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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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9년 1월 (110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맹모삼천지어메니티(孟母三遷之Amenity)	-	정금호	논설위원	/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3 종합
•	사랑에서_쉰	번째	-	‘나	하나	꽃	피어’	-	박홍근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소식

4-5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수완동	포레	연립주택’	-	진수성	건축사	/	(주)도솔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2019년	힘찬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	개최해
•	광주건축사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	가져
•	광주건축사회,	올해	첫	건축사	실무교육	개설해
•	2018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발표
•	조달청,	공공건축	공사비	예측	시스템	오는	3월	오픈
•	광주폴리	4차	프로젝트	매니저에	광주지역	강필서	건축사	선정
•	광주	회원동정

6-7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구교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정은미	건축사	/	드림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2018	전남건축인의	밤’	성료
•	전남	광양시,	‘구	진월면사무소’	문화재로	등록
•	전남	장흥지역건축사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6호	준공식	열어
•	전남	목포시,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
•	전남	장성군	건축행정...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	전남도,	‘지진	안전성	표시제’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
•	전남	회원동정

8-9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유안당’	-	임애라	건축사	/	라일	건축사사무소
•	전북건축사회,	‘2019	신년하례식’	개최
•	전북건축사회,	‘2018년	건축사	송년의	밤’	행사	개최
•	전라북도,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시범사업	재생	활성화	첫	삽
•	전북	전주시,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안내
•	전북	군산시,	‘전북	건설교통공무원	워크숍’서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
•	전북	완주군,	구	건축물카드대장	온라인	발급	개시
•	전북	회원동정

10 작품소개
•	제22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은상		-	비주거부문	‘어반브룩(URBAN	BROOK)’	

-	주거부문	‘Put	in	a	Comma,’

11 대학뉴스

•	광주예총,	올해	광주예총예술문화상	시상식서	건축인들에	시상
•	전북대학교	한옥	교육,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우수사업	선정
•	마이다스아이티,	건축설계	캐드	‘아키디자인’	무료	제품	출시
•	전남대	건축학과	학생들...	광주시	주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금상	수상	-	배성훈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	동신대	건축공학과	학생들...	산업체	현장	견학	-	정태윤	학생기자	/	동신대학교
•	전통	건축	답사기	-	‘전남	문화재자료	180호	-	담양	대덕면	김선기	가옥’	-	정다인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12 독자광장
•	한편의	시	-	‘황혼’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우리는	왜	실수를	하는가’	-	이정민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한	장의	사진	-	‘남덕유산	서봉에서...’	-	촬영	:	엄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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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9년 2월 (111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빛	-	최상철	논설위원	/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건축사

3 종합
•	사랑에서_쉰한	번째	-	‘나눔과	사회	기여’	-	정명환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소식

4-5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만성동	박공집’	-	김현철	건축사	/	(유)스페이스모	건축사사무소
•	전북건축사회,	2019년도	제53회	정기총회	개최
•	전북도내	전체	건축물	중	43%가	30년	넘는	노후된	건축물로	나타나
•	전북	전주시,	용머리	여의주	마을	‘자율주택정비사업’	설명회	개최
•	전북	익산	오치광	건축사,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	전북	군산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본격	추진
•	전북	회원동정

6-7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코쿤하우스	(CoCoon	House)’	-	전인천	건축사	/	다르다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2019년도	제53회	정기총회	개최
•	전라남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
•	전라남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전국	최다	확보
•	전남	순천시,	2019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
•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조례	제정	추진
•	전남	여수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지원
•	전남	여수시,	‘자율형	건물번호판’	홍보	나서
•	전남	여수시,	도시계획·토지이용·건축분야·상담팀	운영
•	전남	회원동정

8-9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세하동	단독주택’	-	안성섭	건축사	/	(주)우도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2019년도	제32회	정기총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
•	광주건축사회,	서구청	주도	지역통합돌봄	선도사업	업무협약	체결
•	광주건축사회,	제1회	이사	회의에서	제32회	정기총회	표창	수상자	결정
•	광주전남건축가회,	신임	회장에	전남대	건축학부	유우상	교수선출
•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한다
•	광주건축사회	2019년도	감사	선거	공고
•	광주	회원동정

10 작품소개
•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일반분야)	금상		-	비주거부문	‘관가정	(觀嘉亭)’	

-	한옥부문	‘대성동	한옥주거체험시설’

11 종합뉴스

•	제32대	시·도건축사회	회장	협의회,	1월	부산	회의	성료
•	대한건축사협회	2019년	감사선거	후보자	공고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5년	인증받아	-	민세원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	노후	건축물,	‘이자	지원으로	부담	없이	새	단장	하세요!”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내일	그대와’	-	임준영	학생기자	/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	한편의	시	-	‘고리’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소년이	온다’	-	배성훈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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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9년 3월 (112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36.5도	스마트시티」	도시계획	과정의	소고	-	신재욱	논설위원	/	광주광역시	신도시조성과	과장

3 종합
•	사랑에서_쉰두	번째	-	‘피난민	정착촌	진도군	안농마을’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소식

4-5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ConNer-179	상업시설’	-	이원일	건축사	/	이엘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광주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와	협약체결
•	광주건축사회,	천정배	국회의원과	간담회	진행
•	광주건축사회,	광주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	일자리	창출	협약
•	광주건축사회,	신입회원	및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	등과	간담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	2019년도	감사선거	출마	후보	안내
•	광주지역	정명철	건축사,	전남대학교	공학박사학위	취득
•	광주	회원동정

6-7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성가롤로병원	어린이집’	-	정재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프로세스
•	전남건축사회,	2019년도	제53회	정기총회	성료
•	전남	광양지역건축사회,	광양시와	청렴	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체결
•	동신대	건축공학과	이상준	교수,	소속대학	교무처장	겸	IPP사업단장에	임명
•	전남	여수시,	시민이	행복한	안전	도시	만든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전남	여수시,	‘도시재생	통합설명회’	개최해
•	전남	회원동정

8-9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Well	Space’	-	박보경	건축사	/	(유)건축사사무소	시앤에스
•	전북건축사회,	대한건축사협회	제53회	정기총회에서	우수건축사회	표창	수상
•	전북건축사회,	회원사에	설계수탁신고	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요청
•	전북건축사회,	전주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	신청	접수
•	군산지역건축사회,	군산시와	건축법률	상담	재능기부	협약	체결
•	익산지역	이영민	건축사(민	건축),	지역	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전북	익산시,	제1기	도시재생대학	수료식	성료
•	전북	김제시,	지난	2월	18일부터	국가안전대진단	일정	돌입
•	전라북도,	2019년	신재생에너지설비	주택	지원	공고
•	전북	회원동정

10 작품소개
•	제22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동상		-	비주거부문	‘드영미술관’	

-	주거부문	‘관송헌(觀松軒)’	
-	주거부문	‘수완동	1031’

11 설계경기 •	수산식품산업	거점	단지	조성사업	설계공모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건축학도로서	배움의	의미’	-	김소희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한편의	시	-	‘겁나는	일’	-	태완섭	사무국장	/	전라북도건축사회
•	책	소개	-	‘교양으로	읽는	건축’	-	정경호	학생기자	/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113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9년 4월 (113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건축사의	사명의식	-	추원호	논설위원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대표)

3 종합
•	사랑에서_쉰세	번째	-	‘마흔	번째	봄’	-	박홍근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소식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호두리	1234	단독주택’	-	손경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키포럼
•	전남건축사회,	여성	건축사	회원들과	간담회	진행
•	2019년	전라남도	건축관계자	워크숍	개최된다
•	전남도,	한전공대	세계적	에너지	특화공대로	육성	위한	지원계획	발표
•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
•	전남	순천시,	‘2019	북문로	일원	도시재생대학’	성료
•	전남	회원동정

6-7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세하동	D-House’	-	이원규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이움건축
•	광주건축사회,	제32회	정기총회	개최하고	언론인·공무원에	감사패	수여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축구	호남교류전	개최
•	광주건축사회,	건축사	홍보	및	대시민	건축	민원	무료상담	진행
•	광주건축사회	주최,	호남지역건축사골프대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	주요	소식
•	광주	회원동정

8-9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티롤	단독주택’	-	강미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감
•	전북건축사회,	제53회	정기총회	성료
•	전북건축사회	이길환	회장,	전주시	기술직	공무원	대상으로	강연	진행
•	전라북도,	도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보강	시범사업	추진
•	전북대	건축공학과	남해경	교수,	한국농촌건축학회	회장으로	취임
•	전주실내체육관	신축	이전사업,	전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서	통과
•	김제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진행
•	전북	회원동정

10 인터뷰 •		천득염	석좌교수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	‘불탑여정	30년의	맺음과	인생	3막	출발선에	서서...’	
-	취재	:	강동영	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부편집인,	배성훈	학생기자

11 작품소개 •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공공	분야)	금상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12 독자광장

•		학생기고	-	‘활력이	넘치는	학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수님과	학생들이	힘을	합쳤다!’	-	양민희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여수)

•	한편의	시	-	‘약속’	-	제당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	책	소개	-	‘당신의	별자리는	무엇인가요’	-	정다인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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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9년 5월 (114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광주	「총괄건축가」	제도의	이해와	성공을	위한	제언	-	유우상	논설위원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3 종합
•	사랑에서_쉰네	번째	-	‘건축과	신뢰’	-	정명환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소식

4-5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수완재’	-	정명환	건축사	/	(주)디에이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주최,	제3회	호남지역건축사골프대회	성료
•	광주건축사회,	회원들의	안전	도모	위해	안전모	무상지급
•	광주바둑동호회,	광주·제주건축사	바둑동호회	교류전	개최
•	광주건축사회,	‘제3회	광주건축사회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개최
•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제2회	광주건축대전’	개최
•	광주광역시,	초대	총괄건축가에	함인선	교수	위촉
•	가족과	함께하는	광주건축사회	한마당	페스티벌	안내
•	광주	회원동정

6-7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골드타워’	-	김성수	건축사	/	한양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국공립병원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	2019년	전라남도	건축	관계자	워크숍	성료
•	전남	순천시,	전국	유일	‘스마트시티	분야’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	전남	나주시,	근대문화유산	문화재지정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전남	여수시,	개별·공동	주택가격	결정·공시
•	전남	목포시,	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착수
•	전라남도건축사회	상반기	실무교육	일정	안내
•	전남	회원동정

8-9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전주	참병원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	-	주영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건우설계
•	전북건축사회	주관,	제15회	대한건축사협회장기	전국건축사축구대회	성료
•	전북건축사회,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본지	추원호	논설위원,	‘신인문학상’	수상하며	시인으로	등단
•	전북	완주지역건축사회	회장	이·취임식	및	이웃돕기	후원	성금	기탁
•	전주	원도심,	주민주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활력	불어	넣는다
•	전북	익산시,	‘농촌·도시	빈집정비사업’	본격	추진
•	전북	남원시,	무허가	축사	관련	교육·컨설팅	실시로	조기	적법화	완료	추진
•	전북	회원동정

10 설계경기 •	고흥	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11 종합뉴스

•	전남대	고성석	공과대학장,	대한건축학회	학술상	수상
•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	2019년	신임	건축사	편집위원	위촉
•	올해로	마침표를	찍는	건축사예비시험...	5월	19일에	1차	시행
•	2019한국건축문화大賞	작품공모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답사기)	-	‘안녕!	민주주의	-	ACC	전시회를	다녀와서’	-	이정민	학생기자	/	전북대학교	건축공학과
•	한편의	시	-	‘4월이	가면’	-	제당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	책	소개	-	‘인간실격’	-	김소희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115건축문화사랑 INDEX

페이지 내   용

2019년 6월 (115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건축	인허가,	심의,	사업승인의	AI	시대	-	이창율	논설위원	/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3 종합
•	사랑에서_쉰다섯	번째	-	‘주민참여’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소식

4-5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여의동	근린생활시설’	-	문병률	건축사	/	포럼	건축사사무소
•	전북건축사회,	2019	전라북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	전주시건축사회,	회원	친목	행사로	건축문화탐방	진행
•	전북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지원
•	전북대,	국토부로부터	‘2019	한옥전문인력양성사업’	교육기관에	선정
•	전북대	건축공학과	대학원생,	한국주거학회	신진연구자상	수상
•	전북	회원동정

6-7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주)메종	사옥’	-	안길전	건축사	/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임원단,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응원	나서
•	광주	광산구,	건축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본지	창간	1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족	및	본격적인	사업	추진	나서
•	광주광역시,	제1회	경관아카데미	광주건축사회관에서	진행
•	광주건축사회,	회원사에	건축사	자격시험	연	2회	확대시행에	따른	반대의견	게시	요청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관계자의	부당행위	및	불합리한	법규와	관련된	피해사례	조사
•	광주	회원동정

8-9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중동	수석치과’	-	백재은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인중헌
•	전남건축사회	조연준	회장,	전남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점검	회의	참석
•	전남건축사회,	2019년	상반기	건축사	실무교육	진행
•	전라남도,	오는	6월	13일	계약심사부서	워크숍	개최
•	동신대	건축공학과	등,	2019	캡스톤디자인	성과발표회	개최
•	전남	여수시,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	발족하고	사업	박차
•	전남	광양시,	국토부	주관	‘소규모	재생사업’	2개소	최종	선정
•	전남	목포시,	30년	이상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추진
•	전남	회원동정

10 작품소개
•	제19회(2018년)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공공분야)		-	은상	‘디디다	:	꿈을	향해	도약을	준비하다’	

-	동상	‘전주시	드림스타트	완산센터’

11 종합뉴스
•	2019년	제7회	광주건축사회	가족과	함께하는	광주건축사회	한마당	페스티벌
•	대학뉴스	-	전북대학교	한옥교육,	장애인	대안교육이	되다
•	학생기고-	‘아쉬운	중간평가를	뒤로하고’	-	양민희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건축하기	위한	마음가짐...’	-	김홍용	건축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	한편의	시	-	‘땅따먹기’	-	김영란	주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	책	소개	-	‘의식의	기원’	-	이원일	건축사	/	이엘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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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9년 7월 (116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주말있는	삶	-	강미현	논설위원	/	건축사사무소	예감	대표	건축사

3 종합
•	사랑에서_쉰여섯	번째	-	‘가지	않은	길’	-	박홍근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소식

4-5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녹원재’	-	김정선	건축사	&	이원주	/	엘에이앤(LAN)	건축사사무소
•	광주건축사회,	신임	법률자문변호사에	이본석	변호사	위촉
•	광주건축사회,	2019년	하계	임원야유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	주관,	2019년	해외(일본)	건축문화탐방	성료
•	나심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축	이야기	‘류담포럼’	개최
•	광주건축사회,	경력단절여성	채용	관련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가	지원
•	광주시,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등	건축자재	품질관리	철저	요청
•	광주	회원동정

6-7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회덕헌	懷德軒’	-	장진영	건축사	/	(주)디딤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2019년	확대이사회의(임원	및	역대회장,	대의원	대상)	개최
•	전남건축사회,	우수건축자재기업들과	상호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	전라남도,	도내	공무원과	건축사	등	대상	계약심사부서	워크숍	개최
•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추진	고삐	당긴다
•	전남	광양시,	주택	외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	비용	지원한다
•	전남	회원동정

8-9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만성동	다솜이네	단독주택’	-	유성환	건축사	/	예손	건축사사무소
•	전라북도,	제2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	진행
•	전북	김제지역건축사회,	김제소방서에	200만	원	상당	소화	물품기증
•	전북	전주대	건축학과,	‘군산,	공간을	공유하다’	주제로	건축전	개최
•	전북대,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심화반)	교육생	모집
•	전북	전주시,	공공건축	현장포럼	개최,	우수	공공건축	사례	답사
•	전북	전주시,	전주형	주거지재생	총괄계획가	위촉해
•	전북	익산시,	‘빛의	도시’	조성	위해	건축물	등에	경관조명	설치	추진
•	전북	회원동정

10 설계경기 •	광양시	보건소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

11 종합뉴스
•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합동발대식	-	국가	재난발생	시	시·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건축사가	적극	나선다

•	2019년	상반기	건축문화사랑	워크숍	개최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짧았던	만남,	오래갈	추억’	-	정다인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	한편의	시	-	‘안부’	-	제당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	책	소개	-	‘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	임현정	건축사	/	림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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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9년 8월 (117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건축구조물과	안전	-	고성석	논설위원	/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장,	건축학부	교수

3 종합
•	사랑에서_쉰일곱	번째	-	‘건축과	공공성’	-	정명환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소식

4-5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경운대학교	플라잉센터(영암기숙사)’	-	정순흥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마루21
•	전남건축사회,	법제위원회	및	정책·홍보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건축가’	위촉
•	장성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호응	높아
•	장성	필암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광양시,	주택	외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처리비	지원
•	전남	회원동정

6-7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U.O.C’	-	고경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제	발전을	위해	4개	시·도와	업무협약체결
•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산업안전보건의	날’	참석해	격려
•	광주건축사회	재난안전지원단,	서구	치평동	클럽붕괴사고	자문	나서
•	광주시,	광주다운	도시공간	조성	위한	공공건축가	24명	위촉
•	나무심는	건축인,	‘2019	아름다운	문화도시공간’	공모
•	광주건축사회,	제23회	광주광역시건축상	공모	공고
•	광주	회원동정

8-9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J	HOUSE’	-	김남중	건축사	/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공공건축	3차	포럼’	개최해
•	전주시,	전주역사	설계공모	참여	건축사	초청해	정책	투어	실시해
•	전주시,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본격화하여	주거지	재생	나선다
•	익산시,	‘도시	디자인’,	지역	대학생과	함께	설계	나선다
•	군산지역건축사회,	취약계층	집수리	재능	기부	뒤늦게	알려져
•	전라북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임박,	적법화에	총력	나선다
•	제2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안내
•	전북	회원동정

10 설계경기 •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

11 인터뷰
•		함인선	초대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	-	“시민적	합의와	전문가들의	능력,	그리고	공공조직의	열린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건축물과	도시경관!	그것이	바로	‘광주다움’입니다”	-	취재	:	강동영,	박주현,	박종호,	정영진	건축사

12 광고 •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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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9년 9월 (118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문제는	삼겹살이다	-	정금호	논설위원	/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3 종합
•	사랑에서_쉰여덟	번째	-	‘못된	사람들’	-	서재형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소식

4-5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동명동	근린생활시설’	-	이현조	건축사	/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
•	제23회	광주시	건축상,	9월	27일까지	우수건축작품	공모	접수
•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CMB	광주방송	집중토론	출연
•	광주건축사회,	회원들의	사무소	운영비용	절감	위한	공유사무실	운영	계획
•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9월	7일	개막...	‘휴머니티’	주제
•	2019년	상반기	광주지역	건축물	인허가	면적	증가해
•	광주권역	대학교	건축	전공	학과,	우수건축작품전	개최
•	광주전남건축가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건축학교	하반기’	교육	개최
•	광주	회원동정

6-7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낚시	레포츠타운	조성사업	신축공사’	-	범	정	건축사	/	범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에서	‘제7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	개최된다
•	목포시	목포근대역사관	등	근대건축물에	관람객	증가
•	전남지역	2019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	소폭	하락
•	전남도,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서	전국	첫	혁신박람회	개최
•	전남건축사회,	2019년도	하반기	건축사	실무교육일정	안내
•	전남	회원동정

8-9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정읍산림조합산지유통센터’	-	송택신	건축사	/	(유)송택신	건축사사무소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주역서	지역건축사	역할	등	정책간담회	개최
•	전북	전주지역건축사회	‘사랑의	집수리	자원봉사’	나서
•	전북	이길환	회장,	전주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공청회	참석
•	김제지역	류충렬	건축사,	저소득	독거노인	위해	100만	원	성금	기탁
•	군산시,	국토부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	전북지역	올해	상반기	건축물	인허가	면적	전년	대비	17.3%	급감해
•	전북	회원동정

10 전면광고 •	광고

11 종합뉴스

•	광주건축사회	주관,	2019년	제16회	건축·도시사진공모전	진행
•	광주건축사회	주관,	2019년	광주건축문화투어	참가자	모집
•	광주건축사회	주관,	제16회	광주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	개최
•		학생기고	-	‘건축디자인학과	내	신생동아리	「상태」,	학우들의	마음을	잡다’	-	양민희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장소와	기억’	-	김소희	학생기자	/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	한편의	시	-	‘능소화’	-	제당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	책	소개	-	‘젊은	건축가	(경계의	가치를	묻다)’	-	정다인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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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9년 10월 (119호)

1 표지 •	표지

2 시론 •	1/n	-	최상철		논설위원	/	건축사사무소	연백당	대표	건축사

3 종합
•	사랑에서_쉰아홉	번째	-	‘대추	한	알’	-	박홍근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법령소식

4-5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외갓집’	-	송은정	건축사	/	이룸	건축사사무소
•	‘제15차	건축의	날’	기념식서	전북	장기종	건축사,	‘대통령	표창’	수상
•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전북건축문화제’	10월	25일	개최된다!
•	전주시,	공공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공공건축	4차	포럼’	개최
•	전주시민	주목받은	전주역사	신축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선정·결과	발표
•	전북	회원동정

6-7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신창동	522-12번지	단독주택’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광주건축사회,	‘주식회사	퍼블릭라이프’와	업무협약	체결
•	광주건축사회,	‘2019	우수건축문화	시민	투어’	부산권	답사	진행
•	광주건축사회,	회장배	골프대회	오는	11월	12일로	변경	개최
•	광주건축사회,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	및	산업대전	참가자	모집
•	‘호남권	학교공간혁신	촉진자(퍼실리테이터)’	교육	진행
•	광주전남건축가회,	제2회	광주건축대전	공모전	전시	진행
•	광산구청,	건축	민원	처리	문자전송서비스	실시
•	광주	회원동정

8-9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여수치매안심센터’	-	김		정	건축사	/	대진	건축사사무소
•	전남건축사회,	‘찾아가는	건축사	진로	교육’	진행
•	전남건축사회,	2019년	하반기	건축사	실무교육	실시
•	순천·광양지역건축사회	친선	체육대회	진행
•	‘역사가	있는	건축,	살고	싶은	집	한옥’...‘2019	한옥건축세미나’	개최
•	전남도,	슬레이트	처리	국비	109억	전국	최다
•	광양시,	‘광양읍	도시재생	골목	활성화	공모전	1차	워크숍’	성료
•	전남소방본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	전남	회원동정

10 설계경기 •	광주	신창동유적	선사체험	학습관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11 종합뉴스
•	제1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
•	국토부,	건축허가	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관련	질문집	배포
•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연계	실무교육	안내

12 독자광장
•	세상사는	느낌	-	‘미술관이	아니라	건축디자인학과입니다’	-	양민희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	한편의	시	-	‘소중한	당신’	-	제당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	책	소개	-	‘김석철의	세계건축기행’	-	최유진	학생기자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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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내   용

2019년 11월 (120호)

1 표지 •	표지

2-3 창간	10주년	기획

•		건축문화사랑	신문	10년을	돌아보며...(역대	편집인들의	기억)	
-	박홍근	초대	편집인	/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서재형		2대	편집인	/	건축사사무소	선	대표	건축사	
-	정명환		3대	편집인	/	(주)디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		창간	10주년	기념	특별	기고문	
-	‘건축문화사랑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	신재욱	과장	/	광주광역시	신도시조성과

•	건축문화사랑	신문은...

4-5 광주지역뉴스

•	회원작품	-	‘운림제’	-	이기수	건축사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중
•	광주건축사회,	2019년	광주건축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	광주건축사회,	관내	건축	관련	공무원	대상,	우수	공무원	선발한다
•	광주건축사회,	광주시와	전남도에	세움터	‘협의결과보기’	기능	사용	활성화	계도	요청
•	광주건축사회,	2019년	제23회	광주광역시건축상	수상작	발표
•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제1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개최
•	광주건축사미술동호회,	제21회	미술전	열고	시민들에	작품	선봬

6-7 전남지역뉴스

•	회원작품	-	‘한국수력원자력	중서부권	업무지원시설택’	-	최기성	건축사	/	(주)에스지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흥지역건축사회,	지역	인재	육성	위해	3백만	원	기탁
•	전남건축사회,	고등학생	대상	‘전문직업인	강연회’	진행
•	전남	여수지역건축사회,	주거	취약계층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진행
•	전남도,	순천서	도시재생	우수	모델	전국	한마당	행사	열어
•	목포	야행,	근대건축물과	원도심	매력	뽐내며	마무리
•	학생기고	-	‘마침내	5년	동안의	빛을	발하다!	-	졸업작품	전시회’	-	양민희	학생기자	/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8-9 전북지역뉴스

•	회원작품	-	‘띠앗채’	-	안경호	건축사	/	(주)도시	건축사사무소
•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성료
•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행업협회,	전북건축사회와	교류차	방한
•	전북건축사회,	도내	건축사	회원	및	가족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	전주지역	임대현	건축사,	전주시	완산구	저소득층에	성금	기탁

10-11
제2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		제2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비주거	부문	수상작	
-	비주거	부문	금상	‘아크레타	양림’

•		제2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주거	부문	수상작	
-	주거	부문	은상	‘녹원재’	
-	주거	부문	동상	‘수완동	주택’

12-13
제2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		제2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	일반	부문(사용승인	공공	분야)	대상	‘장수군청사	건립사업’	
-	일반	부문(주거·비주거·한옥	분야)	대상	‘파머스	빌리지-농부들의	숙소’

14 종합
•	사랑에서_예순	번째	-	‘건축과	사회학’	-	정명환	건축사
•	건축사	만평	-	심상봉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	나무심는	건축인,	2019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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