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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대한건축학회와의 첫 만남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설계사무소를 다니던 필자에게 

2004년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해였다. 당시 필자는 재

직중인 설계사무소를 휴직하고 석사 과정에 입학하였는

데 새로운 이론을 접하는 것도, 그 이론을 풀어쓰는 문

어체를 익히는 것도 쉽지 않았다. 연구실 선배들은 필자

에게 논문을 찾고 읽는 방법부터 가르쳐 주었던 기억이 

난다. 그 때 처음으로 대한건축학회를 알게 되지 않았나 

싶다. 

최근에는 학부생들도 졸업 논문을 제출함에 따라 대한건

축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참고문헌을 검색한다. 또 

일부 학부 연구생들은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학술대회에 

참여하기도 한다.  

필자는 학생작품전1 )과 우수졸업논문전2)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무척 대견하다. 건축가의 꿈을 키

우던 대학 시절, 학회를 멀게만 여겼던 필자와는 사뭇 다

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졸업 후에도, 

필자에게 학회는 여전히 어려운 존재였었다.

이러한 선입견을 깨뜨렸던 첫 번째 계기가 2004년 가을, 

선배들의 발표를 듣기 위해 따라나섰던 경동대학교에서

의 추계학술대회였다(그림 1, 2 참조). 

대한건축학회는 1981년부터 해마다 2차례 학술발표대회

를 개최해왔고, 필자가 속해있던 연구실에서는 석사과정 

4학기 학생들이 쓰고 있던 논문을 춘.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함으로써, 졸업 전 논문의 가치와 진행 방향 등을 검

증 받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발표자는 발표 당일까지 

선.후배 앞에서 수차례의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연

습했었고, 후배들은 다음 해를 준비하며, 그 과정을 함께 

익히며 성장해 갔다. 

하지만 필자에게 2004년 추계학술대회는 학문적인 성장

보다, 연구실 가족들과 함께 밤바다를 걷고, 천진해수욕

장의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더 뚜렷하다(그림 

3 참조). 아쉽게도 몇 차례의 이사로 당시 함께 찍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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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60주년, 그리고 10년
The 60th Anniversary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and Following Ten Years 

1) 1998년부터 시작된 ‘학생작품전’은 전국대학과 대학원에서 선발된 우수졸업

   작품을 홈페이지에 상설전시하고 학술발표대회 때 출력물을 전시한다.

2) 2005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우수졸업논문전’은 각 대학교수로부터 우수논문

   을 추천받아 논문패널을 전시하는 것으로 정기총회 때 맞춰 진행된다. 그림 2. 발표장 모습

그림 1. 2004년 학술대회 현수막



학회 창립70주년을 기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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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참 따뜻

해진다. 단 한번이라도 연구실 가족들과 함께 학술대회

를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을

까라고 미뤄 짐작해본다. 

2005년, 대한건축학회 창립 60주년기념대회

2004년 가을, 처음 참여했던 추계학술대회가 잊지 못할 

추억이라면, 2005년 추계학술대회는 필자가 연구한 내용

을 발표함으로써 연구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

었다. 

서울교육문화회관(현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추계학술대회는 60주년 기념대회로서 다른 학술대회보

다 의미 있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당시 필자는 설레임이 

컸던 만큼 긴장도 많이 했었다. 

이후 설계사무소로 다시 돌아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연구실 마지막 박사(과정생)로 입학하게 되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건축가의 꿈을 대신해서, 연구

자로서 한발을 내딛게 되었다. 

2015년, 10년 동안

국내 연구자라면 대한건축학회와 자신의 연구를 연계하

지 않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국내에서 석.박사 

과정을 한 경우, 지속적으로 학술대회에 참여하게 되고, 

학회에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진행하고 있던 연구가 논문으로 발표되고, 수상이라도 

하게 되면 기쁘겠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좋은 추억보다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좌절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른다. 

어쩌면 우리는 이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연구자로 성

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학회의 몇몇 위원회에서 작은 힘이나마 돕다보면(그림 

4 참조), 이해가 되지 않았던 시스템들과 상황이 수긍될 

때가 있다. 더불어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학회에서 봉사

하셨던, 그리고 봉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게 

된다. 

10여 년 전 공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를 하지 않았더라

면, 지금 필자는 무엇을 하고 있을지 문득 궁금해진다. 

어느덧 10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는 않지만, 오는 

10월,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대한건축학회 7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 또한 새로운 시작

을 꿈꾸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발판이 되길 기

대해 본다.

Abstract

I have changed my opinion about AIK after the 60th 

Anniversary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in 2005. It had a 

beneficial effect on me during the next 10 years. I hope that 

the 70th Anniversary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will have 

great effect on young researchers. And I have been deeply 

grateful to volunteers in AIK.

그림 3. 서울대 건축계획연구실(심우갑 교수님 외), 강원도 청진해수욕장(2004.10.29) 그림 4. 여성위원회 정기오찬포럼(2012.4.28, 중앙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