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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내원

양내원 교수
양내원(梁乃元/Yang Nae-won)은 ERICA캠퍼스 공학대학 건축학부 교수이자 ERICA부총장(2019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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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1992년 5월 독일 베를린공과대학교 졸업 (공학박사)
1984년 2월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공학석사)
1982년 2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 졸업 (공학사)

교육 경력
1993년 ~ 현재 한양대학교 ERICA 공학대학 건축학부 교수

교육행정 경력
2019년 3월 ~ 한양대학교 ERICA부총장
2017년 ~ 2019년 한양대학교 ERICA 융합산업대학원장

2014년 ~ 2016년 한양대학교 ERICA 입학처장
2011년 ~ 2014년 한양대학교 ERICA 입학관리본부장

활동 경력
2018년 ~ 현재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018년 ~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 건설자문평가위원
2015년 ~ 2019년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
2015년 ~ 2017년 안양시 건축위원회 위원
2015년 ~ 2017년 조달청 설계자문위원
2015년 ~ 2017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지 개발사업 기술자문위원
2013년 ~ 2015년 한국국제협력단 건축디자인 전문위원
2013년 ~ 2016년 경기도의료원 건축자문위원
2012년 ~ 2013년 국립중앙의료원 어린이병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수상 경력
2018년 경기건축문화재 유공 표창
2012년 대한건축학회 작품상
2011년 대한건축학회 유공자 표창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2008년 서울특별시 건축상 본상

학회활동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회장 및 명예회장

연구실적(논문)
2012. 07 “국내 의료시설 기본설계 과정에서 나타나는 치유환경개념의 반영 특성에 관한 연구 / 2000년 이
후 의료시설 설계경기 당선작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8권 7호
2012. 06 “실별 기능분석을 통한 리모델링 병원의 공간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8권 6
호
2012. 04 “병원건축 일괄입찰방식의 적합성과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
집, 제21권 2호
2012. 04 “의료기관 인증제도에서 요구되는 건축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1
권 2호
2011. 12 “병원건축의 리모델링에 따른 부서 이전 전략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7권 12호
2011. 10 “The Change and New Paradigm of Hospital Architecture in Korea”, Symposium on
Healthcare Architecture in East Asia 2011
2010. 11 “종합병원 G/N비 산정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제16권 4호
2010. 11 “Features and Tendency of Remodeling in Korea Hospital Construction”, 8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rchitectural Interchanges in Asia
2010. 11 “Architecture and Medicine”,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sustainable Healthy
Buildings
2010. 05 “국내 종합병원의 리모델링 전·후 공간비교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제16권 2호

2010. 05 “종합병원 대규모 증축을 위한 설계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제16권 2
호
2009. 10 “국내 종합병원의 공용공간에서 나타나는 군집유형과 이용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실내디자
인학회논문집, 제18권 5호

교내 매체
하이에리카95 2020. 07 양내원 부총장, 꽃선물 릴레이 참여
<뉴스H> 2015. 05. 20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회장에 양내원 한양대 교수 :
http://www.hanyang.ac.kr/surl/Jyj7
<뉴스H> 2015. 06. 24 돌봄의 공간을 짓다 : http://www.hanyang.ac.kr/surl/HPZN
<뉴스H> 2016. 06. 02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심포지엄 개최 :
http://www.hanyang.ac.kr/surl/sqWO
<뉴스H> 2020. 04. 13 양내원 ERICA 부총장 꽃선물 릴레이 참여 :
http://www.hanyang.ac.kr/surl/dM8J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