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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과소개

(1) 학과사무실

  가. 위치: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310관 416호

  나. 연락처: 전화: 02-820-6375 

  다. E-mail : choisraah@cau.ac.kr

(2) 학과소개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도시 시스템전공은 2017

년 1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에서 발주한 「도시개발정책 역량강화 

석사학위 연수」용역(총 예산 31억 7천 5백만원)을 수주하

여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60명의 해외 개발도상국 공무

원을 비롯한 핵심인재에 대하여 정규석사학위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 과정은 우리나라의 선진 도시개발경험을 

바탕으로 도시개발을 위한 정책, 계획 및 설계과정, 도시 

시설물 운영관리, 도시환경, 도시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

한 교육을 실시하며 연수생들도 학부 배경이 공학 뿐 아니

라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경제학 등 다양한 인문사회적 

학부 배경을 포함하게 되어있다.

(3) 교육목표

-「도시개발정책 역량강화 석사학위 연수」용역의 성공적 

수행

- 새로운 도시개발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세계적 우수 인력

의 양성

(4) 세부전공

가. 글로벌 도시정책 전공(Global Urban Policy)- 도시계획

학 석사 

나. 글로벌 도시개발 전공(Global Urban Development)- 공

학 석사

(5) 교수진

성명 직위 최종출신학교 학위명 연구분야 전공영역

이용재 명예교수 Univ, of Illinoise 공학박사 교통공학 교통계획,도로설계

류중석 교수 Univ. of Sheffield 공학박사 도시설계 도시설계, GIS

김태완 교수 Univ. of California 공학박사 교통공학 교통운영, ITS

박규홍 교수 Northwestern Univ. 공학박사 환경공학 상하수도공학

김찬호 교수 동경대학교 공학박사 도시계획 도시계획,부동산

조윤호 교수
Univ. of Texas at 

Austin
공학박사 도로공학 도로계획 및 설계

김진홍 교수 Univ. of Tokyo 공학박사 수공학 수리설계, 수공설계

심창수 교수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구조공학 구조설계, BIM

배웅규 교수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도시설계 도시설계,도시재생

손기민 부교수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교통공학 교통계획,대중교통

김승남 조교수 서울대학교 공학박사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하성규 명예교수
London School of 

Economics

도시및지역계

획학박사
주택정책 도시정책,주택정책



2. 학과내규

(1) 과정실시개요

가. 기간：기수별 (17개월, 예비과정 기간 포함)

    ※ 과정 수료식 : 기수별 졸엽 년도 1월

   ※ 학위 수여 기준일 : 2월

나. 연수생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석사학위 연수생 소속 국가의 국민이어야 함

   - 해당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추천을 받아야 

함

   - 학사학위 또는 동등이상의 학위 소지자

   - 영어수업을 수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영어 어휘 능력

   -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자

   - 이전에 코이카의 유사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였거나 

도중에 탈락한 경험이 없는 자 

(2) 연수과정 구성

가. 예비과정

   - 한국생활 적응 및 이해 제고를 위한 교과목은 기초한

국어, 한국 경제 및 사회, 

     한국 문화 및 예술 등 3개 교과목으로 구성함

   - 기초한국어I(15시간), 기초한국어II(15시간), 한국 경

제 및 사회(15시간), 한국 문화 및

  

나. 교과과정(현장학습 포함)

  - 교과과정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각 모듈별로 4과

목으로 구성

학과(트랙)명 교과구분 교과과정명 시간 학점

한국생활 적응 및 

이해제고

비학점 기초 한국어 I, Ⅱ 총30시간 -

비학점 한국 경제 및 사회 총15시간 -

비학점 한국 문화 및 예술 총15시간 -

공통

전공필수 도시정책론 3 3

전공필수 도시계획특론 3 3

전공필수 교통계획특론 3 3

전공필수 환경정책 및 지속가능개발론 3 3

모듈 I

(도시정책 및 계획 

분야)

전공선택 주택정책론 3 3

전공선택 도시설계특론 3 3

전공선택 신도시개발론 3 3

전공선택 도시 및 주거지 재생론 3 3

모듈 II

(도시인프라 및 

교통분야)

전공선택 도시기반시설 계획론 3 3

전공선택 교통운영 및 관리 3 3

전공선택 도시환경관리 및 상하수도 3 3

전공선택 계량분석기법 3 3

전공선택 건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 3 3

모듈 III

(스마트 도시개발 

분야)

전공선택 스마트 도시개발론 3 3

전공선택 빅데이터 활용과 교통정보체계 3 3

전공선택 도시정보시스템 3 3

전공선택 BIM 기반의 설계 및 시공관리 3 3

논문연구 전공필수 전공연구 I 2 2



3) 지도교수 배정 및 세부전공 선택

가. 추진 일정

ㅇ 제2기 수강생 (2018년 입학생)을 기준으로 다음 도표와 같이 진행함

학기

내용

2018년 2학기 (첫째학기) 2019년 1학기 (둘째학기) 2019년 2학기 (셋째학기)

9월 10월 11월 12월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도교수 배정 ○

논문연구과목수강 논문연구 I

지도교수 면담 ○ ○ ○ ○ ○ ○ ○

논문발표 및 심사 발표1) 심사2)

논문작성법 강의 ○3)

※ 1) 논문제목 및 연구방법론, 목차, 사례연구 방법 및 대상지 등에 대해서 발표
   2) 논문 심사 후 학위수여 여부를 판정하며, 최종 논문제출까지 1개월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시행함.
   3) 논문작성법은 1회에 걸쳐서 3시간짜리 세미나 형태로 전원이 수강하도록 시행하며 ① 주제선정 및 문헌검토

(Literature Review) 방법, ② 연구방법론 (사례연구방법, 데이터 처리 및 분석방법, 관련 프로그램 활용방법), ③ 
논문 세부 작성방법 (장 및 절의 구성, 참고문헌 정리방법, 도표 작성법, Abstract작성법 등) 으로 구성하여 진행

함.

가. 전담교수 배정

  가. 지도교수 배정 및 전공연구

   

    1) 1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말에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지도교수는 교수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



에 변경할 수 있다.

    3) 본인의 세부전공을 결정한 후에는 전공에 따른 교과

과정에 맞춰서 강의를 수강하여야 한다.     

       (※ 교과과정표 참조)

    4)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3차 학기 수강신

청 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Ⅰ(2학점)을 

수강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운영방안

1) 지도교수 면담은 학기당 2회 이상(학기초 및 학기말)으

로 의무화하고 중앙대학교 학생자기계발관리시스템

(CAU Rainbow System)에 구축되어 있는 학생면담기록 

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로 면담기록을 작성

하고 관리함

2) 과정 종료 2개월 전까지 연구논문발표 및 심사를 진행

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하고 남은 2개월동안 최종

논문을 제출하면 학위를 수여하되 최종논문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귀국 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지도함

다. 졸업요건

  1) 교육학기는 총 3학기로 구성하고 방학을 이용한 현장

견학과 인턴쉽 프로그램을 운영

  2)  인턴쉽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현장교과목으로 3

학점 인정

  3)  졸업인정 학점은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15학점, 

인턴쉽 3학점 총 30학점 이상으로 함

4)  학기당 수강학점은 9학점을 기본으로 하되 대학원 학

칙에 의거하여 3학점 추가 수강 가능

5)  전공모듈 맞춤형 논문연구 지도

(4)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가. 외국어(영어)시험

외국어(영어)시험은 1차 학기 때부터 신청 가능하며, 

성적은 계열별 상위 70% 내외에서 최종합격을 정한다. 

다만, TOEFL 530점(CBT233점, IBT91점), TOEIC 780점 

이상, TEPS 664점 이 취득자는 어학시험 대체인정서를 

제출함으로서 합격한 것으로 본다(단, 어학시험 대체

인정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성적표에 한함).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전공시험

   1)  총 3과목 중 2과목은 필수과목 중에서 응시.

   2) 전공시험 출제는 해당과목 담당교수가 함.

   3) 전공시험 평가는 해당과목 담당교수 1인과 관련분야 

교수 1인의 평가점수를 평균함.

   4)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격. 불합격 시 불합격 과목 각각에 대하여 1번의 

기회 더 부여. 단, 응시생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학과 전체교수회의의 결정으로 두 

번째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함.

   5)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5) 논문 프로포절 심사

   

   가. 시기 및 장소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매 학기말에 진행하는 것

으로 한다. 장소는 일정이 확정된 이후에 공고한다.

  나 심사과정

    1)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는 석사과정 재학생 

및 수료생이 이에 해당된다.

    2)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를 원할 경우 학기 초에 대

학원 조교에게 통보를 하며, 안내를 받도록 해야 

한다.

    3)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들은 심사일 10일전

까지 발표자료를 지도교수를 포함한 전체 교수 및 

대학원 조교에게 직접,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

하여야 한다. 기한을 어길 시에는 발표당일 사본을 

참석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4)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들은 심사당일 발표

자료 사본을 준비하여 참석자들에게 배부하며, 개

인별로 15~20분간 논문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실시

하도록 하고,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타당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등을 엄밀히 심사하여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다.

    5)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는 심사에 참석한 학과 교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며, 프로포절 

심사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

다.

    6) 석사논문 프로포절 심사결과 불합격한 경우 당해 학

기에는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없다.

(6) 학위논문 제출자격

  가. 석사과정

   1)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2)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연구윤리 및 논문작성법 특강 이수 후 연구윤리서약

서를 제출한 자.

   5) 학과에서 지정한 세부전공별 필수과목(2과목)과 선수

과목(5과목, 해당되는 경우)을 이수한 자.

   6) 논문 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자.

   7)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7) 학위논문 본심사

  가. 심사위원회의 구성

     1)심사위원은 본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비전임

교수, 명예교수, 타 대학교수 및 기타 논문지도 자

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경력자로 대학원장의 승

인을 받은 자에 한함.

    2) 외부심사위원은 1인까지 위촉 가능함.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교체 불가

함.

   나. 심사과정

    1) 석사논문심사는 공개발표와 내용심사 및 구술시험으

로 하고, 논문심사 일정 및 장소는 학생들에게 미

리 공지한다.

    2)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각각 평균 80점 이상, 논문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으로 통과함.

    3)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3. 전공별 교과목

가. 예비과정

ㅇ 한국어(Korean Language/필수/0학점)

   - 연수생들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한국어를 총 

30시간 강의하게 되며 한글, 생활단어, 간단한 회

화문장 등을 위주로 학습

ㅇ 한국경제 및 사회(Korean economy and society/필수/0

학점)

   - 총 15시간으로 구성되며 연수생들이 한국의 경제발전

에 관심이 많은 만큼 한국의 경제개발과정과 산업

구조, 간단한 한국사, 한국의 사회 발전 및 민주화 

과정 등을 강의   

ㅇ 한국문화 및 예술(Korean culture and arts/필수/0학

점)

   - 총 15시간으로 구성되며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문화 및 예술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많아지고 있음

을 감안하여 고대로부터의 한국문화에 대한 개괄, 

중국/일본과의 차이점, 회화, 서예, 도자기 등의 

고미술과 현대 음악 등을 소개   

나. 교과과정(현장학습 포함)

ㅇ 도시정책론(Urban policy/전공필수/3학점)

   - For the first of this course, creating a common 

knowledge base including subjects such as 

urbanization history and theory, concep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planning and management 

methodology, urban economics, urban planning. 

For the second part, creating knowledge in core 

areas of urban management, including subjects 

such as land management, environmental 

management, financial management, urban 

planning techniques, traffic and transportation 

management,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and 

public services, urban water, housing.

ㅇ 교통계획특론(Transportation planning/전공필수/3학

점)

   - This course is designed to provide students with 

an overview of transportation planning. The 

content cov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that is,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existing land 

use-transportation systems will be discussed. 

And then the knowledge gained from this theory 

will be used to understand the merits of 

employing specific planning polices or other 

infrastructure investments. 

ㅇ 도시설계특론(Advanced urban design/전공선택/3학점)

   - Urban design is the act of planning and designing 

of a city. This subject deals with both 

advanced theory and practice of urban design. 

Several case studies of good urban design site 

around the world will be examined and 

discussed.

ㅇ 교통운영 및 관리(Traffic operation and management/

전공선택/3학점)

   - Roadway traffic operation/management is an 

essential part of modern cities. This course 

intends to provide the students with basic 

knowledge and techniques to effectively operate 

and manage the traffic systems of cities.  

ㅇ BIM기반의 설계시공 및 관리(BIM based design and 

construction management/전공선택/3학점)

   - This lecture deals with design and construction 



management using BIM technologies based on 3D 

information models. Main topics are parametric 

design, virtual construction site model using 

3D GIS model, structural design and analysis 

using 3D models, 2D drawings and estimation, 

construction management using 4D, 5D and 6D. 

The lecture also covers methodology for 

construction project knowledge accumulation.

ㅇ 도시계획특론(Advanced urban planning/전공필수/3학

점)

   - This course introduces graduate students to ideas 

about the beginning of modern urban planning, 

contemporary theories of urban planning, 

implementation strategies and the zoning system 

which is the basic tool to manage the modern 

city.

ㅇ 주택정책론(Housing policy/전공선택/3학점)

   - The main concern of this course is to include 

information that students should know in their 

present and future roles as consumers, 

citizens, and professionals. This course focus 

on decision making and understanding issues, 

and will cover mainly housing conditions and 

norms, housing market, and role of governments 

in housing sector. There is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methods of evaluating government 

programs. 

ㅇ 도시기반시설계획론(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전공선택/3학점)

   - In order to implement proper highway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maintenance 

technologies and also apply principles such as 

condition survey, optimization, budgeting and 

utilization of decision making tools. This 

course properly deals with the process of data 

collection, analysis/interpretation and making 

a final position for the local government using 

the knowledge covered in the class.  

ㅇ 계량분석기법(Urban data analysis/전공선택/3학점)

   - To implement proper urban polici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vast amount of 

urban data and information. This course deals 

with the process of data collection, management 

and analysis/interpretation in modern cities 

with basic statistical knowledge. 

ㅇ 도시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전공선

택/3학점)

   - GIS is an information system based on the 

locational data. This subject deals with both 

basic and advanced theory of GIS as well as 

it’s application field in the area of urban 

planning, resource and disaster management. 

ㅇ 환경정책 및 지속가능개발론(Environmental poli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전공필수/3학점)

   -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concepts of urban 

environments and sustainable developments such 

as river environments, environmental design of 

urban. Through this course, the students will 

understand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design 

of urban infrastructures such as 

hydraulic/hydrologic structures. 

ㅇ 신도시개발론(New Town planning/전공선택/3학점)

   - The necessity of developing new town is the limit 

of the existed city which has not enough 

infrastructure to accommodate the peoples 

coming from outside the city. It was started 

from the 19th century when a lot of problems 

had occurred because of industrial revolution. 

This course provide students with the 

background, history, implementation of new town 

development.

ㅇ 도시 및 주거지 재생론(Urban and residential 

regeneration and development/전공선택/3학점)

   - This subject deals with the Regeneration and 

Renewal of a declined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areas in the city. It covers not 

only a physical improvement but also a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revitalization of the city. 



ㅇ 도시환경관리 및 상하수도(Urban Drainage and sewage/

전공선택/3학점)

   - The general objective of the course is to provide 

participants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basic 

principles and knowledge of urban hydrology 

including the methodology to predict climate 

change, and to cultivate the ability to apply 

those principles and knowledge to the 

environmental fields of urban and sewerage 

systems.  

ㅇ 스마트도시개발론(Introduction to smart city/전공선

택/3학점)

   - This course covers the overall concept of smart 

city and its technological elements. Specific 

emphasis will be given to the case study of 

worldwide smart city development, application 

of smart city techniques to the urban planning, 

design, management, and transportation. 

ㅇ 빅데이트 활용과 교통정보체계(Big data and traffic 

information systsm/전공선택/3학점)

   - Machine learning is a technology that's having 

huge impact on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And this course will give lectures to 

use these tools of machine learning. The 

students will find ways to use machine learning 

to build systems,  applications, and products 

especially in the perspective of 

transportation. 

ㅇ 현장학습(Field survey, 전공선택, 비학점) 

   - 현장학습이 가능한 다음의 교과목에 대해서 방학기간

을 이용하여  현장견학 및 현장학습 실시

4. 전공별 순환 커리큘럼 (예시이며 매 학기 변동될 수 있음)

  

일자 기간 내용 비고

2018.8.10. 입국

2018. 8. 11. ~  8.12. KOICA OT

2018. 8. 13. ~  8.31. 3주 중앙대 OT(8.13) 및 예비학교
한국 정착 보조,

비학점 교과과정 운영

2018. 9. 3. ~ 12.14. 15주 정규 1학기 최대 12학점 수강

2018.12.24. ~ 2019. 1. 18. 4주 현장견학 분야별 현장견학

2019. 1.21. ~  2.14. 4주 현장실습 전공모듈 맞춤형 현장 실습

2019. 2.18. ~  2.28. 2주 겨울방학 문화체험 프로그램2)

2019. 3. 4. ~  6.14. 15주 정규 2학기 최대 12학점 수강

2019. 6.17. ~  6.28. 2주 여름방학 문화체험 프로그램2)

2019. 7. 1. ~  8.30. 9주 전공관련 인턴쉽
기관 간 MOU를 통한 인턴쉽 

기회 제공

2019. 9. 2. ~ 12.13. 15주 정규 3학기 최대 12학점 수강

2019.12.16. ~ 12.20. 1주 학위논문 심사

2020.1.8. 졸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