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을 위한 학과 지도교수 TIP
공과대학

도시계획학과
전공기반 학과맞춤 경력개발로드맵
구

2

학과의 수업들은 기본적으로 실무에서 활용되는 분야들에 맞춰 계획되어 있으므로, 전공 수업을 많이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도시계획업계는 최근 해외 업무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외국어 실력은 필수입니다. 공인영어(TOEIC) 성적은 취업을 위해 중요하므로 저학년때부터 미리 준비하세요.

4

각종 공모전 수상 경력은 취업 성공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5

도시계획은 세부적으로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조기에 세부적인 진로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과 주요 진로분야

직무 및 관련 직업

도시계획 및 설계

도시 및 부동산 개발

도시재생

감정평가 및 자산관리

국토와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 및 정비하기
위한 기획, 조사, 설계,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도시 및 부동산 개발을 위한
기획, 타당성 조사, 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

인구·산업구조의 변화 및
도시 확장으로 낙후되는 기존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
기획, 주민소통, 시행 및 관리

도시 및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마을 전문가, 도시재생 퍼실리
테이터, 도시재생 아키텍쳐 등
도시재생전문인력

도시계획가, 도시설계가, 스마트
시티전문가, 관련연구소 연구원
등

학부기초/공통과목
(1,2학년)
진로분야별
추천 교과목
(3,4학년)

교과
취업진로처
(대학일자리
센터)
추천프로그램

학과에서 제공하는 스튜디오 수업을 열심히 수행하여 실제 도시계획 관련 역량을 기르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분

진로분야

전공
교과

1

국토와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계획
수립 및 설계

교통의 수요를 예측하고
검토·분석하여 안전한
교통정책 강구

각종 지리정보의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 관리하기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설계,
활용 및 기술개발

도시계획 및 교통과 관련된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개발공사) 업무 진행

감정평가사, 자산관리전문가,
부동산 자산운용 및
개발 전문인력 등

교통계획가,
교통공학 설계자 등

도시교통영향평가전문가,
교통안전연구원 등

측량기술자,
지리정보기술자 등

도시계획 및 교통관리,
도시개발 직렬 등

도시계획 및 조경의 이해 / 컴퓨터활용설계실습 / 공간디자인기초실습 / 공간환경론 / 교통공학 / 도시 및 교통지리학 / 도시계획사 / 통계분석론 / 토지이용계획 / 조사방법론 / GIS실습 / CAD실습 /
도시시설계획 / 국토 및 지역계획 / 캡스톤디자인 도시설계 1, 2
캡스톤디자인 도시설계3,4,5
단지계획론, 신도시개발론
도시설계론, 도시재생론
도시주택론
도시계획관계법규

캡스톤디자인 도시설계3,4,5
단지계획론, 신도시개발론
도시설계론, 도시재생론
도시주택론, 도시부동산론
부동산개발 및 투자분석
도시계획관계법규

캡스톤디자인 도시설계3,4,5
단지계획론, 도시설계론
도시재생론, 도시주택론
도시계획관계법규

캡스톤디자인 도시설계3,4,5
도시부동산론
도시주택론
부동산개발 및 투자분석

캡스톤디자인 도시설계3,4,5
도시 및 교통경제학
교통계획론
교통시뮬레이션
교통안전정책론

취·창업 진로세미나, 취업성공을 위한 기업과 직무이해(이공계열), 직무현장이해와 역량개발, 취업성공전략, NCS기반 취업전략, 대기업·중견기업 취업준비전략

캡스톤디자인 도시설계3,4,5
도시계획관계법규

캡스톤디자인 도시설계3,4,5
도시재생론
도시계획관계법규
도시주택론
교통계획론

관련학회 특강 및 활동

관련학회 특강 및 활동

공기업 관련 학과 특강

교통기사, 교통안전관리자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측량 기능사, 지적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기사, 조경기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시스템연구원 등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등 각종 지방자치단체
LH, S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성남도시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각 지자체
시설·도시관리공단 등

진로 및 취업상담, 새내기 진로 맞춤 프로그램, 검사로 알아보는 직업탐색 프로그램, CAP+프로그램(Career Aissistance Program Plus), 내일(My Job) 취업서포터즈, 직무 실습 프로그램

취업

이공계열 맞춤 입사서류 및 면접 컨설팅, 기업맞춤 프로그램(대기업, 공기업, 외국계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분야별 채용설명회, 인·적성검사 대비, 기업분석, 취업동아리),
가천멘토 프로그램(멘토DAY, 직무토크, 직무박람회), 우수중소기업 추천매칭
실습학기제(장·단기 국내 현장실습), 글로벌 해외 인턴십(장·단기)
전공기반 취업특강, 학과맞춤 1DAY(진로, 입사서류, 면접), 가천 멘토클럽 잇다(도시계획학과 졸업선배 직무특강 및 컨설팅)

공통
진로
분야별

진로
분야별

관련 기업 및 기관 예시

캡스톤디자인 도시설계3,4,5
도시 및 교통경제학
교통계획론
교통시뮬레이션
교통안전정책론

진로

공모전, 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대한교통학회, ITS 학회 등 학회 활동, 학회 주최 교육, 학회 주최 심포지엄 참가
관련학회 특강 및 활동

관련학회 특강 및 활동

관련학회 특강 및 활동

공통
자격증

토지, 기업, 재산 및 기타
부동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자산운용 및
투자전략 수립

3,4학년

학과맞춤

공공기관 및 공무원

교통영향평가

인성세미나, 진로설계와 경력개발(이공계열)

일경험

도시계획 지리정보분야

도시교통계획 및 설계

1,2학년

비교과

기타 추천활동
(추천 프로젝트, 공모전,
외부교육, 박람회,
학과특강 등)

도시계획 교통분야

부동산 관련 학과 특강 및
학회 특강

관련학회 특강 및 활동

도시계획기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투자자산운용사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 엔지니어링회사
건축설계회사
도시계획 컨설팅 회사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설기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각종 지자체 산하 연구원 등

건설업체
도시 및 부동산 개발 시행 및
컨설팅 업체
은행, 리츠 등의 부동산
개발부서 등

도시재생 관련 기관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토지주택연구원,
각종 지자체 산하 연구원 등

부동산경매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자산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
은행 등 금융기관
자산관리회사
부동산개발, 컨설팅회사
부동산 관련 연구원 등

교통기사, 교통안전관리자
교통사고감정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교통 엔지니어링,
자동차보험회사
교통연구원 등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교통 엔지니어링,
자동차보험회사
교통연구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