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토지개발  Urbanisme-Territoire

대학의 도시계획 과정은 학사(Licence), 석사(Master), 박사(Doctorat) 과정으로 
구분되며, 특히 Master 과정의 2년차에는 연구석사(Master Recherche)와 
산업석사(Master Professionnel)로 나누어져 연구를 계속할 사람과 직업을 가질 
사람을 위해 교육에 차이를 두고 있다. 일부 엔지니어 학교(교량·도로학교, 토목학교, 
광산학교, 등)에도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과정이 있으나, 이는 전공선택 과정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산하에 도시계획 연구소가 있는 주요 대학만 소개한다. 학업 
수행을 위하여 프랑스어 구사능력은 필수이며, TCF(혹은 Delf/Dalf) 공인성적이 
요구된다. 

주요 학교
█    파리 도시계획 학교 (Ecole d’Urbanisme de Paris)

www.eup.fr 

파리 12대학의 파리 도시계획 연구소(Institut d’Urbanisme de Paris)와 
마른 라 발레 대학의 프랑스 도시계획 연구소(Institut Français d’Urbanisme)가 
2015년 9월 파리 도시계획 학교(Ecole d’Urbanisme de Paris – EUP)로 
통합되면서 도시계획과 국토정비에 관련된 다양한 석사과정을 제공하게 되었다. 
석사 1년차에는 공통과정을 이수하고 2년차에 본인이 원하는 세부전공을 택하게 
되는데, 선택 가능한 전공은 국토 개발, 도시계획 경영 및 프로젝트, 주거와 
도시재정비, 국제 도시 플래닝 등 다양하다. 외국학생이 입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Dalf C1 또는 TCF 5에 해당하는 어학성적을 소지해야 하며, CampusFrance를 통한 
절차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입학 지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    파리 4대학의 지리학 및 도시개발 학부
www.paris-sorbonne.fr/nos-formations/la-formation-initiale/choisir-par-discipline/

sciences-humaines/geographie-et-amenagement/presentation-3109 

본 학부에서는 석사에서 박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제공하며, 국토 정비와 도시계획 
산업석사를 비롯하여 환경, 세계화, 교통에 이르는 다양한 전공의 석사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은 전통 인문학에서부터 실무에 연관된 분야까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학문을 접목하여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국제적으로 
저명한 지리학자 및 교수진들이 수업을 진행하며, 프랑스 도시계획 
전문가 협회(Société Française des Urbanistes)와 같은 전문기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릴 1대학의 도시계획 개발 연구소
(Institut d'Aménagement et d'Urbanisme-IAUL, Université Lille 1)
http://geographie.univ-lille1.fr/Etudiants/IAUL 

릴 과학기술 대학 Université des Sciences et Technologies de Lille의 	
지리학 및 개발 학부에서 학사부터 박사에 이르는 과정이 제공되며, 그 중 
도시개발에 관련된 실무 교육은 도시계획 개발 연구소(IAUL)에서 이루어진다.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와 개발, 지속 가능한 건설과 도시정비, 친환경 개발, 
도시 개발 유럽학 등 다양한 세부 전공을 통해 전문화된 지식과 실무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매년 100여 명의 학생들이 산업석사(Master 
Professionnel)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있다. 

교육기관과 교육과정도시계획 학위를 받은 학생은 도시개발 계획 수립, 토지개발 프로그램 수립, 도로 및 
구획정리, 거주지 환경 개선, 고속전철 입지 선정 등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인 일에 
종사할 수 있다. 도시계획가는 사회, 경제, 공간 등의 세 가지 주요 지식영역을 아우르 
는 지휘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사람들의 업무를 조율하고 종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전체를 보는 안목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각적인 시각을 통해, 도시라는 
공간이 모든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곳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직업이다.

 



CampusFrance의 온라인 카탈로그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프랑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www.coree.campusfrance.org에서 « 전공별 학교 리스트 검색 »이라는 검색엔진을 
이용할 수 있다.
수학을 희망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학사 Licence, 석사 Master, 박사 Doctorat)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전공을 보유한 프랑스 학교 및 세부 전공을 검색할 수 있다.
■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CampusFrance 사이트  www.coree.campusfrance.org
■  프랑스어 지원 사이트  www.campusfrance.org
■  영어 지원 사이트  www.campusfrance.org/en

• Tel : 02-753-8508 (CampusFrance 면접문의) / 8509 (교육문의)  •  Fax : 02-773-6256
• E-mail : interview@institutfrancais-seoul.com (CampusFrance 면접문의) / ecf@institutfrancais-seoul.com (교육문의)                      

프랑스대사관 교육진흥원
CampusFrance

█    리옹 2대학의 도시계획 연구소
(Institut d'Urbanisme de Lyon, Université Lyon II)
www.iul-urbanisme.fr 

IUL은 1991년 설립되었으며, 리옹 2대학, 리옹 국립건축학교, 국립 토목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 및 리옹도시협회와 같은 지역사회 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사 3년차부터 석사, 박사 과정까지 제공되고 있다. 
외국인 학생은 학사 3년차 과정 입학을 위해 최소 2년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프랑스어 구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석사 2년차에서 
제공되는 세부 전공으로는 도시계획과 도시정비, 도시계획 정책, 도시와 사회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 

█    피에르 망데스 프랑스 대학의 그르노블 도시계획 연구소
(Institut d'Urbanisme de Grenoble, Université Pierre Mendès France)
www.urbanisme-grenoble.com 

그르노블 도시계획 연구소는 그르노블의 피에르 망데스 프랑스 대학 산하의 
교육, 연구 기관으로 도시계획 프로젝트 및 국제교류 전공분야의 학사, 석사, 박사 
교육과정이 총망라되어 있는 곳이다.  수많은 외국 대학 및 교육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르노블 국립건축학교, 알핀지역학 
연구소(Institut de Géographie Alpine)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교류하고 있다.

█    엑스 마르세이유 대학의 지역개발 연구소
(Institut d'Urbanisme et d’Aménagement Régional Aix-Marseille)
http://iuar-lieu-amu.fr 

엑스 마르세이유 대학의 법학·정치학부에서 제공하는 ‘도시계획 및 개발’ 전공 
석사는 4가지의 세부 전공으로 특화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개발 
프로젝트’, ‘도시 디자인’, ‘주거와 도시 정책과 재정비, 조경과 개발’. 이 중 조경과 
개발 산업석사(Master Professionnel) 과정은 베르사이유-마르세이유 국립 
조경학교와 연계하여 공동 학위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외에도 법학전공자들을 
대상으로 도시계획 및 환경에 관련된 석사 2년차 과정 및 박사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    낭트 대학의 지리학 및 지역개발 연구소
(Institut de Géographie et d'Aménagement - IGARUN, Université de 
Nantes)
www.igarun.univ-nantes.fr

낭트 대학에서 소속된 기관으로 학사 1년차부터 박사과정까지의 전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학사과정은 지리학 전공으로 3년간 제공되며, 학사 3년차에 해당하는 1년 
과정인 산업학사는 개발과 조경/국토개발과 도시계획 프로젝트 두 가지로 제공되고 
있다. 석사 1년차에서는 지리학과 개발이라는 전공으로 공통과정을 이수하고, 
2년차에 보다 세분화된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    파리 정치대학의 도시계획 과정 
(Cycle d'Urbanisme de Sciences Po) 
www.sciences-po-urbanisme.fr 

파리 정치대학의 도시계획 과정은 연구과정이 아닌 실무와 전문가를 위한 과정으로 
5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지역개발 정책수립, 개발 및 구역정비 
실무, 도시계획 실무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도시계획 석사과정은 
도시계획과 토지개발 두 가지 분야로 세분화된다. 도시계획 석사는 매우 전문적인 
학위과정으로서 학제간 연구로 최소한 관련 분야 석사 1년차를 이수하거나 
연관분야 직업경력이 있어야 입학할 수 있다. 외국 학생들의 경우 온라인으로 지원 
서류를 작성하고 본인의 포트폴리오 또는 개별 프로젝트 등을 인쇄물로 구성하여 
직접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입학과 졸업이 까다로운 만큼 실무 분야에서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    프랑스 주거 국토균형발전부
 www.territoires.gouv.fr
█    프랑스 환경,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개발부
 www.developpement-durable.gouv.fr
█    도시계획 전문가 포털사이트  
 www.urbamet.com
█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 연구자 학생 포털  
 www.aperau.org
█    교통네트워크, 도시계획, 공공개발 연구소  
 www.certu.fr
█    프랑스 도시계획 전문가 협회  
 www.urbaniste.com
█    프랑스 건축과 도시 연구   
 www.archi.fr/RECHERCHE
█    도시개발 및 계획에 관한 교육 연구 장려 협회  
 www.aperau.org

<프랑스어>
aménagement, approches comparées, architecture, cartographie, développement 

durable, environnement, géographie, gouvernance, habitants, habitat, interdisciplinarité, 

maîtrise d’ouvrage, milieu, mobilités, mutations, paysages, planification territoriale, 

représentations, territoires, transport, transversalité, urbanisme, ville…

유용한 사이트

검색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