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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목표 Course objectives

본 강의는 도시공간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식을 탐색하고 도시설계의 목적 개념 그리고 접근방법에 관한 지식, 
을 습득하는 한편 도시의 공공공간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과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학습함으로써 도시설계와 
도시재생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Through the course students will gain : 1) An understanding of concepts of urban design and an 
appreciation for the meaning of Urban spaces. 2) The knowledge about various theories and process 
for Urban Design. 3) An appreciation for how the urban policies for development and improvement can
affect urban/local community.

강의개요 Description

본 강의는 도시설계에 대한 이론강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전 학기에 걸쳐 도시설계의 개념과 형태학적 . 
접근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과 장소성 그리고 사회학적 접근 등의 다양한 도시공간 이론과 도시개발과정을 , 
학습하고 국토이용과 건축에 이르는 법령의 맥락을 공부하며 학기말의 발표시간에는 학기 중 학습한 지식에 
근거하여 주어진 주제에 따른 사례조사를 수행하고 발표한다.
The Urban Design is a course that will deal in detail with the theories for urban design. It will look at the 
urban as a complex of extended socio-cultural spaces and places and as the result of the direct impact of 
design approaches. The goal will be to provide the students with an understanding of future paradigm for 
urban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n Korea.

교재 Textbook

Matthew Carmona, Public Place_Urban Spaces, 2003 !"#$( %&'()*+',-'./ 0123'4 56, , , 2009)

Paul Knox & Steven Pinch, Urban Social Geography, 2010(도시사회지리학의 이해 박경환외 역 시그마프레스, , , 2014)

Matthew Carmona & Steve Tiesdell, Urban design reader, 2007 외 시간 중 소개 제공 자료( )

평가방법 Requirements & Grading

수업참여 출석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10%, 10%, 20%, 30%, 30% 

주별 강의계획 Schedule

제 주차 1

목 오리엔테이션 강의 진행방식 및 평가기준 3/03( ) - 

제 주차 2 도시설계의 이해(1) : 도시설계의 이해

목 3/10( ) traditional thought in urban design - new-urbanism

제 주차 3 도시설계의 이해(2) : 도시설계의 이해

목 3/17( ) urban space design, transformation of urban design and urban form

제 주차 4 도시설계접근(1) : 도시공간의 형태학 

목 3/24( ) urban morphology - morphological dimension in urba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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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차 5 도시설계접근(2) : 도시공간의 장소성 

목 3/31( ) environmental perception, construction of place

제 주차 6 도시설계접근(3) :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목 4/7( ) environmental crisis & sustainable development

제 주차 7 도시설계접근(4) : 사회학적 도시공간_1

목 4/14( ) urban politics & social organization

제 주차 중간고사8

제 주차 9 도시설계접근(4) : 사회학적 도시공간_2

목 4/27( ) socio-cultural space of urban(1)

제 주차 10 : 목 어린이날5/5( ) 

제 주차 11 도시설계접근(5) : Visual Dimension

목 5/12( ) patterns and aesthetic order

제 주차 12 도시설계접근(6) : Functional Dimension

목 5/19( ) public space and interface, privacy, mixed use and density

제 주차 13 도시설계정책(1) : Development Process in Urban Design

목 5/19( ) development method and model, role & actors

제 주차 14 도시설계정책(2) : 부산의 도시개발 정비사업의 현황/

목 부산의 도시개발 정비사업의 현황 도시설계의 사례와 방향 5/26( ) / , 

제 주차 15 도시설계정책(3) 국토 건축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의 맥락: -

목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건축법에 이르는 법령 관리체계 개관 6/2( ) / - - - /

제 주차 목 발표 및 종합토론16 : 6/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