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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사회인프라유지관리학과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학과 모집과정 모집인원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스마트사회인프라유지관리학과』
석사학위과정
(재교육형)

20명

※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 등록금의 65%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

※ 재교육형: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가 졸업 후 1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의 교육 제도

2. 지원자격

구 분 내 용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참여 가능

학생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대표자 및 등기이사 제외).

·4년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유의사항

원서접수
2019년 6월 4일(화) ~ 

2019년 7월 13일(토)

Ÿ 구비서류는 등기우편(평일) 또는 방문제출

Ÿ 7월 13일(토) 15:00까지 제출

전형일
2019년 7월 20일(토)

오전 10:00 ~

Ÿ 전형방법 : 서류(50%), 면접(50%)

Ÿ 전형장소 : 건설인프라연구동 1층

합격자 

발표

2019년 7월 26일(금)

오후 2:00

Ÿ 스마트사회인프라유지관리학과 홈페이지

http://www.lifebridge.or.kr/

등록기간 추후 통보 Ÿ 본 대학교 지정은행에 납부(추후통보)

개강일 2019년 9월 2일(월)

  ※ 상기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4. 학사관리

  ○ 졸업 요건 : 4학기 등록, 30학점 이수, 학위논문(현장실습보고서 대체 가능)

  ○ 강의 시간 : 주말 강의 원칙(필요시 주중 야간 개설), 온라인 강의 병행

http://www.lifebridge.or.kr/


5. 등록금

  ○ 입학금 : 930,000원으로 신입학 시 최초 1회만 납부

구분
등록금 산출내역

1인당 지원금액 비고
납부비율(%) 납부금액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65%) 1,875,900원
2,380,950원

참여기업(17.5% 이상) 505,050원

참여학생(17.5% 이하) 505,050원 본인부담금

중견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30%) 865,800원
1,875,900원

매출액 3천억 미만참여기업(35% 이상) 1,010,100원

참여학생(35% 이하) 1,010,100원 본인부담금

중견기업 2

중소벤처기업부(없음) 0원
1,443,000원

매출액 3천억 이상참여기업(50% 이상) 1,443,000원

참여학생(50% 이하) 1,443,000원 본인부담금

6. 교과 과정(안)

구분 교과목 구분 교과목

1 건설 관련 기준/제도(이론/실무) 8 강구조물 피로 및 내구성 평가

2 센서의 원리 및 계측 실무 9 구조역학 특론

3 구조물 진단 실무 10 기초동역학

4 BIM/Data Processing 11 지반공학 특론 문제

5 보수·보강 설계 및 실무 12 PSC 구조 일반

6 건설재료 실무 13 구조물 붕괴 사례 연구

7 콘크리트 구조물 열화 및 내구성 14 레이저 스캐닝 및 데이터 처리

7. 상세 모집요강 : H/P 참조

  ○「노후교량장수명화연구단」홈페이지 : http://www.lifebridge.or.kr/

  ○ 학과 담당 직원 : 이수영 연락처 031)324-1403, 010-8918-9542

       이메일 swim8918@gmail.com

주소 우)170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건설인프라연구동

http://www.lifebridge.or.kr/
mailto:swim8918@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