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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홈페이지를 방문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2014년 현재 91.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활동이 공간적으로 도시에서 발생함을 가리키
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을 계획과 개발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는 분야가 바로 도시 및 부동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도시와 부동산 분야는 독립된 별개의 분야가 아니라 사회전
반에 걸쳐 융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복합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오늘날 융복합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 핵심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융복합적인 사고가 가
장 필요한 분야가 바로 도시와 부동산 분야입니다. 부동산융합대학원은 증가하는 사회수요에 부응하
고, 학문의 융복합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도시와 부동산 분야의 전문인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본 대학원은 2학과(도시부동산개발학과와 부동산학과)-3전공(도시부동산개발전공, 부동산 자산관리
전공, 부동산투자금융전공)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문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사
회수요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융합전공이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연구를 통해 명실상부한 도시및 부동산 분야의 명문대학원으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구축
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융합대학원의 가장 큰 자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교수진과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문들
에 있습니다. 모든 교수님들과 동문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본 대학원은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부동산융합대학원에서 펼치시
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학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앞으로 부동산융합대학원이 도시
및 부동산 관련 학계와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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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비전 및 학과(전공)

History

Vision and Current Status

부동산융합대학원 전략
1980's

1981.11.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Convergence Strategy


환경과학대학원 설립 인가
- 환경계획학과에 지역계획전공, 도시개발전공, 도시설계전공, 조경건설 전공 개설

1990's

1996.10.

2000's

2003.05.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도시·부동산대학원”

환경과학대학원을 환경대학원으로 명칭 변경

01 실무중심
교육강화

02 홍보 역량
강화

03

창의적
나눔 실천

환경대학원의 도시및지역계획전공이 도시및부동산개발학으로 변경
2003.10.

•국내외 우수 교·강사유치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환경대학원과 산업대학원이 통합하여 공학대학원 신설
- 도시공학과에 도시및부동산개발학전공, 교통학전공 개설
2005.05.

•도시·부동산 시장의 국제화
에 따른 선진 교육시스템 반영

공학대학원 도시공학과 교통학전공을 SOC투자및개발전공으로 변경

•토요 전문가 초청 특강 활성화

•ULI(Urban Land Institute,
미)가입을 통한 국제적 교류
확대

•국내외 도시·부동산 세미나
유치를 통한 최신 정보 제공
및 교류확대

•미국 CCIM 기관 인증 추진

•전문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인프라 구축 및 교류 확대

•유관학회를 통한 연구 및 홍보
역량 강화

2007.05.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학원만의 브랜드 가치 창출

공학대학원 도시공학과 SOC투자및개발학전공을 도시·SOC투자개발전공으로 변경

2010's

2013.05.
 시융합개발대학원을 신설(2개 학과 3개 전공)
도
- 도시공학과 : 도시및부동산개발전공, 도시교통·SOC전공
- 도시계획설계학과 : 도시설계전공 공학대학원 도시공학과 폐지
2014.03.

학과/전공

부동산
융합대학원



도시융합개발대학원 제1대 원장 이주형 박사 취임
2014.08.



도시융합개발대학원을 폐소
2014.09.



부동산융합대학원으로 개원(2개 학과 3개 전공)
- 도시·부동산개발학과 : 도시·부동산개발전공
- 부동산학과 : 부동산자산관리전공, 부동산투자금융전공

도시·부동산개발학과

부동산자산관리전공
도시·부동산개발전공

2015.09.

부동산학과

부동산투자금융전공

부동산융합대학원 제2대 원장 김홍배 박사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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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구성
Departments & Majors

국토·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도시개발에 대한 비전연구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유지와
이용 등 개발에서 관리로
변화하는 부동산 선진화에 비전제시

도시·부동산개발학과
Department of Urban & Real Estate Development

부동산학과
Department of Real Estate

부동산자산관리전공

도시·부동산개발전공
Urban & Real Estate Development Program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Program

도시의 세계화·정보화·지방화의 추세는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Para-

부동산자산관리전공에서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유지, 이용, 개량 등

digm)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진행

부동산자산관리행위의 연구를 통해 개발에서 관리로 변화하고 있는

되고 있는 도시화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거대규모 도시의 출현과 함께, 도시간의 네트워크를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공으로 초고층의 주상복합,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렇듯 현대 도시는 기존의 단일 학문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관련 학

오피스텔 등의 상업용부동산 및 대규모 주택단지 등의 유지관리를

문들의 융합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도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력을 요구하고 있다.

위한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연구함으로써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리

현대 도시의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급속한 도시의 발전은 부동산 개발을 활성화 시켰고, 이러

업, 부동산리모델링 및 부동산권리분쟁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부동산

한 사회현상은 도시 내 계층을 양극화 시키고, 난개발 초래 및 환경문제를 악화시켰다.

자산관리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또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은 주택가격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시민생활에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도
시의 문제는 부동산문제와 연결되고, 이는 환경과 시민생활에까지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단순
히 물리적 관점만으로 사회현상을 연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종합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을 해야 한다. 또한 사회문제에 대한 학술적 접근과 함께 실무와의 연계성은 이제 필수불가결한 요
소가 되었다. 부동산융합대학원의 도시·부동산개발전공은 도시·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 및
실무분야를 연구하여, 창조적이고 융합적 지식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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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구성

교수진 소개

Departments & Majors

Introduction

부동산융합대학원장 김홍배 교수
Prof. Hong-bae Kim,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Convergence
김홍배교수는 한양대학교 학부에서 도시공학을 그리고 대학원에서
도시개발을 전공하였다. 그리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으로 박사학위는 취득하였다. 그의 주 연구분야는 지역경
제 모형개발, 경제성분석 그리고 공간구조 및 시설입지 등이다. 국
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 중앙도시계획위원, 경기도도시계획위원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자문 및 도시계획위원으로 다양하게
봉사하였다. 현재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제24대 회장으로 봉사하
고 있으며, 담당교과목은 지역경제, 경제성분석, 계량분석기법, 지역
과학론, 입지론 등이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동산금융지식을 함양하고,
더나아가 금융과 개발을 통괄하는 전문가양성

Prof. Hong-bae Kim is alumnus of Hanyang University with a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in Urban Engineering and Development. He later attended Ohio State
University in the U.S. where he earned his Ph.D. i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mong his areas of study are “Regional Economic Modeling”, “Analysis of Economic
Efficiency”, and “Spacial Structuring” and “Facility location”. He has held a variety of
positions including serving as an advisor 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 member of the Central Urban Paln Committee of Korea, and a member
of the GyeongGi Province Policy Advisory Group for urban planning.

도시·부동산개발학과

Department of Urban and Real Estate Development

부동산투자금융전공
Real Estate Finance & Investment Program

도시.부동산개발전공

Urban & Real Estate Development Program

부동산투자금융·개발전공에서는 부동산금융이론에 기초하여 부동
산증권화제도 및 부동산간접투자회사 등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에 대
한 연구를 통해 부동산금융 지식을 함양케하고 더 나아가 금융과 결

이명훈 교수•Myeong-Hun Lee, Prof.
이명훈교수는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

합하여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등 부동산개발제도를 연

하고, 일본 츠쿠바 대학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및 박사학위

구하여 금융과 개발을 통괄하는 부동산투자금융·개발전문가를 양

를 취득하였다.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성하고자 한다.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위원을 역임하였다. 전공 및 관심연구분야는 도시재생, 도시 및 부
동산 관련 법규, 토지이용계획, 성장관리 등이다.
Prof. Myeong Hun Lee obtained hi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from Hanyang University’s Urban Engineering Department, and another Master’s and Ph.D. i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from
Tsukuba University in Japan. He has served as an advisor in the Central Urban Plan
Committee for the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addition to
advisory commissions for local governments in both Seoul and GyeongGi Province.
His interests and specialty areas are urban regeneration, urban and real estate law,
land-usage planning, and growth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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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소개
Introduction

부동산학과

Department of Real Estate
이수기 교수•Sugie Lee, Prof.

Project. The first professional he achieved in korea with three certification, Ph.D, PE. REDP. Continuously he is focusing on PPP and

부동산자산관리전공

Real Estate Asset Management Program

이수기 교수는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학사와 석

Convergence Urban Planning & Real Estate, base on his director’s

사를 취득하고, 미국 조지아주 Georgia Institute of

experience along with long time SK Group, KRC, LH, ect. He has

Technology 도시건축대학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served as an advisor in the Central Urban Plan Committee for the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미국 오하이오주

MOLIT and the other many government committees. Among his

클리블랜드 주립대학 도시정책학과 조교수와 부교

principle courses offered are the theory of Real Estate Develop-

노정현교수는 학부에서 도시공학, 석사과정은 산업공학을 전공했으

수를 역임하였다.

ment and Real Estate Marketing, Urban & Real Estate Analysis,

며,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으로 박사학위를 취

주요 관심분야는 토지이용과 교통, 도시형태론, 도

etc.

득하였다. 그의 주 연구분야는 토지이용-교통 연관분석, 통행수요분

노정현 교수•Jeong Hyun Rho, Prof.

시재생과 도시설계, 토지이용-교통-환경-공중보

석 및 예측, 교통정책,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통계획에 중점을 두고

건 통합연구, 대도시권 성장관리 등이다. 현재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도시설

있다. 담당하고 있는 강좌는 통행수요분석, 토지이용-교통 균형체계

최원철 특임교수•Won-cheol Choi, Prof.

모형, 조사 및 통계분석, 계량분석, 지속가능한 교통계획 및 설계 등

계, 지역개발연구 편집위원이며, 국토학회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한국도

이다.

시설계학회 학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원철 특임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건축공학과 학

Prof. Sugie Lee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Urban Engineer-

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였고, 전공은 건설관리이

ing at Hanyang University and obtained his Ph.D. in the City and

다. 그는 22년간 대우건설에서 근무하였고, 대형

Regional Planning at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U.S. He had

프로젝트파인낸싱 프로젝트를 담당했었다.

also served as assistant and associate professor in the College of

예를 들면, 세빛섬, DMC 랜드마크(133층), 한류월

Urban Affairs at Cleveland State University in Ohio. His research

드, 청라 국제업무지구 등이 있다. 그는 한국부동

interests include land use, transportation, urban morphology,

산개발협회의 공공개발 협력단장도 겸임하고 있

urban regeneration, integrated research of landuse-transporta-

다. 또한 약 20여개의 정부 및 지자체 자문위원으

tion-environment-public health. He is on the editorial boards of

로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현재 호텔사업, 오피스사업, 주택사업, 상업시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International Jour-

설, 테마파크, 신도시개발, 미래형 부동산개발 등의 자문 및 강연을 하고

nal of Urban Sciences, Journal of the Urban Design Institute of

있다.

Korea, and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He also serves as a

Prof. Won-cheol Choi graduated from Hanyang Univ.’s Architec-

vice-director of international committee of Korea Planners Asso-

tural Engineering Department, and Received both his Master’s

ciation and as an academic committee member of the Urban De-

이창무교수는 서울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and Ph.D. degrees in Construction Management from Hanyang

sign Institute of Korea.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에서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

Univ. He has worked over 22 years at Daewoo Engineering &

다. 그의 세부전공는 도시및부동산경제로 주요 연구관심사는 부동산

Construction Company of Korea Leading Construction Company.

정책, 부동산시장분석, 부동산지수, 한국주택시장모형, 부동산개발 및

He has taken charge of big Project Financing Projects, for exam-

투자 등을 포괄한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중앙부동산평

ple, Floating Island (Se Vit Seom), DMC Landmark Tower (133

가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국가기관 위원

floor), Hanryuworld themepark, Cheongla IBC etc.

회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주택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

윤주선 특임교수•Joo-Sun Yoon, Prof.

Prof. Jeong Hyun Rho received his Bachelor’s degree in Urban Engineering at Hanyang University and his Master’s degree in Industrial Engineering at Korea University.
He obtained his Ph.D. i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t Illinois State University in
the U.S. His research areas include land-usage/transportation linkage analysis, traffic
demand analysis and forecasting, transportation policy, and sustainable transportation planning. Lectures he offers include “Traffic Demand Analysis”, “Land-Usage/
Transportation System Equilibrium Modeling”, “Surveying and Statistical Analysis”,
“Quantitative Analysis”, and “Sustainable Transportation Planning and Design”.

이창무 교수•Chang-Moo Lee, Prof.

윤주선교수는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민관협력형

He is head of Korea Development Association for public devel-

며, 차기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담당 교과목은 도

도시개발사업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우리나라 최

opment cooperation. He also has participated in over 20 central

시경제론, 부동산경제론, 부동산정책분석, 해외부동산시장및정책, 부동산개발및마케팅분석

초로 공학박사·도시계획기술사·부동산개발전문

and localgovernment advisory commissions. He is consultant and

등이다.

가 자격을 동시 보유한 실무전문가로, SK그룹, 한

lecturer for Real Estate Development of Hotel, Office, Commercial,

Prof. Chang-Moo Lee received his Bachelor and Master degrees in Urban Engi-

국농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산관리, 부동산

Themepark, New Town, Future Development etc.

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is Ph.D. in City and Regional Planning

개발 경영을 바탕으로 민관협력 및 도시부동산융

at University of Pennsylvania. His major is Urban and Real Estate Economics and

합을 추구하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his research interests encompass a wide range of real estate related topics in-

해양수산부 기술위원회,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cluding Real Estate Policy, Real Estate Market Analysis, Real Estate Indices, Ko-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강의는 부동산개

rean Housing Market Model, Real Estate Development and Investment, etc. He is

발론, 부동산마케팅론, 도시부동산실문분석 등이다.

serving as a member of several governmental advisory committees related to real

Prof. Joo-Sun Yoon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and received Ph.D study on PPP in Urban Development

estate field. He is teaching several real estate courses including Urban Economics, Real Estate Economics, Real Estate Policy Analysis, International Real Estate
Markets and Policies, Real Estate Development and Marketing,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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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진 소개
Introduction

최창규 교수•Chang Gyu Choi, Pr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Soongsil University, and

3이택수 특임교수•Taek Soo Lee, Prof.
1

holds a PhD in Urban Engineering (Urban Development Manage-

분야에 대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2007년 미국부동산학회
(ARES)에서 부동산금융부문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으며 2015년 국

최창규 교수는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와 컬럼비

ment) from Hanyang University Urban Graduate School. He is a

이택수 교수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와 경영

토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응용경제학과

아 대학교에서 공부하였다. 서울연구원과 다수

visiting professor at Konkuk University and a lecturer at Sangm-

학 석사를 취득하고, 런던정경대학교(LSE) 도시계

부동산전공주임교수 (2012 - 현재)와 부동산융합대학원 부동산투자금

의 실무 넥스텔(Nextel), 제일엔지니어링, Ernst

yung University. His main areas of interest are real estate policy,

획학 석사와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에서 도시공

융전공주임교수(2014 - 현재)를 역임하고 있다.

Valery Investment을 가지고 있다. 수원대학교를

property management, real estate projections, urban regenera-

학(도시개발경영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광운

Professor Changha Jin teaches real estate economics and finance

거쳐 현재는, 한양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tion and urban development, urban and residential trends, and

대학교 경영대학원과 상명대학교 경영대학원, 동

in the College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at Ha-

도시설계분석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다.

urban growth management. Currently, he serves as a policy

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등의 부동산 관련 학과 강사

nyang University. Before he joins Hanyang University, Dr. Jin has

주요 연구분야는 대도시권, 보행, 장소성, 토지이

advisor to the Presidential Self-Governing Council, a member of

를 역임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매일경제신문 부동

been an Assistant Professor of Finance in the College of Business

용복합, 전·월세, 소매업매출 등이다. 학교에서는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investment council, a member

산 전문기자와 한미글로벌 개발 담당 임원, 한양건

Administration at the University of Texas - Pan American. Dr. Jin

‘도시재생설계스튜디오’, ‘도시설계론’, ‘부동산 개발 및 시장분석’ 등에

of the Gyeonggi-do Urban Regeneration Committee, a member

설 신사업본부장, 우평코리아 총괄전무를 거쳐 야촌주택건설 부사장으로

earned his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with a major in real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of the investment deliberation committee of the Gyeonggi- is.

재직하며 부동산 시행 및 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부동산

estate at Georgia State University. Previously, Jin had a Master of

Prof. Chang Gyu Choi studied at Hanyang University’s Urban

개발과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자산관리, 도시재생 등이다.

Science in Real Estate from Georgia State University (GSU).

Planning and Engineering Department where he earned his

Professor Lee, Taek Soo is a graduate of Economics(Bachelor) and

Dr. Jin has published many academic paper at a premier journal

Business Administration(Master) of Korea University in Seoul, and holds

such as 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 Journal of Property Re-

a PhD in Urban Engineering(Urban Development Management) from

search, International Real Estate Review, Journal of Real Estate

Bachelor’s, Master’s, and Ph.D. degrees. He also attended

장용동 특임교수•Yong Dong Chang, Prof.

Columbia University and obtained his Master’s degree in Real
Estate Development. His experience includes work with Nextel,

장용동 교수는 경희대학교 조경학과 학사와 석사

Hanyang University Urban Graduate School. He used to be a visiting

Portfolio Management. His research focuses on real estate finance

Cheil Engineering, Gale International, Ernst Valery Investment,

를 취득하고 영국 캠브리지 대학원(Land Institute)

professor at Sangmyung University and a lecturer of Kwangwoon

and investment and housing economics.

Seoul Development Institute. Prof. Choi previously taught at

연구과정을 거쳐 안양대에서 도시정보공학 박사

University, Dongkuk University, Kangnam University, etc. His main ca-

Suwon University and currently runs the Urban Design and

학위를 취득하였다.

reers are Real Estate Journalist of Maeil Biz News, Development Team

Planning Analysis Research Office at Hanyang University, in ad-

지난 1985년 언론사에 입사. 경제 전문기자로 32

Leader of Hanmi-Global, Senior Director of Hanyang Construction and

dition to teaching. His research fields are primarily metropolitan,

년을 활동해오고 있으며, 주로 건설과 부동산, 도

Woopyung Construction. He is now a Vice President of Yachon Hous-

pedestrian, placement, multipurpose land-use, domestic real

시 재생과 개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국내의 취

ing Construction. He majored in real estate development, marketing,

김관영교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학고 미

estate pricing (namely the – jeonse or yearly lease and wolse or

재를 해왔다.

property management, and urban regeneration.

국 펜실바니아대학교 와튼스쿨에서 경영학박사학

monthly lease systems), and retail sales. His classes are “Urban

헤럴드 경제신문 편집국장과 논설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아시아 투데이

Regeneration Design Studio”, “Urban Planning/Design Theory”,

대기자(상무이사)로 활동 중이다.

and “Real Estate Development and Market Analysis”.

한국 주거복지포럼 상임이사, 주택학회, 주거환경학회 이사, 주거서비스
소사이어티 기획위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영자문직을 맡고있다.

위를 취득하였다. 전공은 부동산금융분야이며 박
사학위 취득후 1987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부동산투자금융전공

Real Estate Finance & Investment Program

Prof.Chang graduated from KyungHee University with B.S and M.S

고종완 특임교수•Jong Wan Ko, Prof.

in Landscape Architecture. He researched in Cambridge Interna-

김관영 특임교수•Kwanyoung Kim, Prof.

주택 및 토지정책 수립에 관여하였고 다수의 부동
산 분야 연구논문을 저술하였다.
1994년 ERICA캠퍼스 경제학부 교수로 임용된 후

진창하 교수•Changha Jin, Prof.

tional Land Institute and completed his Ph.D. in Urban Information

에도 부동산 부문의 연구를 지속하면서 중앙부동
산평가위원회 등 다수의 정부 위원회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Engineering at 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경제학부에 재직 중인 진창하 교수는

2008년에는 제이알투자운용이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단기간

대학교 경영학석사를 취득하고, 한양대학교 도시

Since 1985, when he started his economic journalist career in The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주립대에서 부

에 선두 투자회사로 키웠고 한국리츠협회 회장도 겸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도시공학(도시개발경영분야)박사학위

Herald Business, he mainly has covered Construction, Real Estate,

동산학석사 및 부동산학박사를 취득하였다. 이후

Prof. Kwanyoung Kim received his BA degree in Economics at

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Urban renewal and development.

2009년 8월부터 2012년1월까지 미국 텍사스주립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79. He received Ph.D in Finance at

초빙교수와 상명대학교 석·박사학위과정 강사를

He was chief editor in The Herald Business and currently he has

대 (The University of Texas – Pan American)

the Wharton School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His major

역임하였다. 주요관심분야는 부동산정책, 부동산

worked as prime journalist[대기자] & managing director of Asia To-

경영대학 금융경제학과(Economics & Finance)에

was Real Estate Finance and Investment.

자산관리, 부동산경기예측, 도시재생과 도시개발,

day Post.

서 조교수로 재직하며 학부, MBA대학원 및 박사과

From 1987, he was involved in various Government policy such as

도시 및 주거트렌드, 도시성장관리 등이다.

He is an executive director of the Korea Housing Welfare Forum,

정에서 강의하였다.

Housing policy and Land policy. He also published many articles

고종완 교수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학사와 숭실

Korean Association for Housing Policy Studies and Residential En-

현재 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 Journal of Property Research,

and papers regarding real estate finance and investment. He joined

vironment Instituted of Korea. He also has acted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Real Estate Review, Journal of Real Estate Portfolio

the ERICA campus of the Hanyang University in 1994.

기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 성남시 및 광명시 도시계획위원, 매일경제신

KHSS(Korea Housing Service Society).

Management, 주택연구 등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바 있고, 다

He was involved in various Government Committee such as Na-

문 명예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He has been a management consultant to Korea Housing & Urban

수의 국제학술지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관심 연구분야는 부동산금융,

tional Real Estate Valuation Committee. He is now the President of

Guarantee Corporation established in 1992.

부동산투자, 부동산경제, 해외부동산투자 그리고 기업부동산이며 동

Korea REIT Association.

현재 대통령직속 자치발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공무원연금공단 실물
자산운용위원, 국민연금공단 투자심의위원,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 경

Professor Ko is a graduate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an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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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Admission

모집과정 및 인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Convergence Adjuct Professors

가. 모집과정 : 석사과정 00명
나. 모집전공

- 도시·부동산개발학과(도시·부동산개발전공)
- 부동산학과(부동산자산관리전공 / 부동산투자금융전공)

담당교과목

직종

성명

소속

세부전공

직급

고급부동산투자론

특임교수

김관영

제이알투자운용

부동산투자금융

대표이사

부동산개발세미나

특임교수

윤주선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부동산개발

비상임이사

도시·부동산개발

센터장

가. 국내·외 4년제 학사학위이상 소지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나. 출신대학의 전공학과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토지및주택정책

특임교수

최원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민간공공개발협력센터

부 동 산 경 영 론

특임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부동산자산관리

원장

부 동 산 특 론

특임교수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부동산자산관리

상무이사

-

특임교수

이택수

한양건설㈜

부동산자산관리

전무

부동산자산관리Ⅱ

겸임교수

임채욱

㈜젠스타

부동산자산관리

상무이사

부 동 산 공 법

겸임교수

조미정

㈜삼호기술공사

도시·부동산개발

이사

부동산계량분석

겸임교수

임종현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도시·부동산개발

연구원

부동산마케팅세미나

겸임교수

박희윤

일본모리빙딩도시기획

부동산자산관리

서울지점장

글로벌부동산금융론

겸임교수

신종웅

DTZ Korea 프라임감정평가법인

부동산투자금융

회장

도시공공시설론

겸임교수

유지곤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개발원

도시·부동산개발

수석연구위원

부동산감정평가론

겸임교수

이영호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투자금융

연구위원

기업부동산투자금융

겸임교수

장원석

아스펜컨설팅파트너스㈜

부동산투자금융

대표이사

부동산자산관리

부교수

부 동 산 조 세 론

겸임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부동산시장분석

겸임교수

최성호

주택산업연구원

도시·부동산개발

연구위원

도 시 계 획 론

겸임교수

김세신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부동산개발

단장

지원자격

입학전형
가. 서류전형			

나. 면접전형

모집일정
•전기–10월말~11월초		

•후기–5월말~6월초

제출서류
가. 입학지원서(http://www.uwayapply.com) 인터넷접수 후 출력
나. 졸업증명서(학위등록번호 기재)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지원서 상에 기재한 내용의 학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외국대학 졸업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과 한글 번역 공증본 1부
•아포스티유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 중 택1
•아 포 스 티 유 확 인 서 : 해당 국가 현지 정부기관에서 발급
•재외교육기관확인서 : 해당 국가 대(영)사관에서 발급
•학 력 인 정 확 인 서 : 한국 내 해당 국가 관련 기관에서 발급
라. 지원서 상에 기재한 내용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마. 지원서 상에 기재한 기타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상장, 자격증 사본 등)

특전 및 장학혜택
가. 월·수 야간, 토요일 수업 개설
나.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도시대학원 부동산학 박사학위 과정에 응시할 시 우대함
(타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응시가능)
다. 군인,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기술사, 건축사, 변리사, 기능장, 각종 고시 합격자 등)는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등록금 감면혜택 있음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Tel. 02) 2220-0235,1211 http://gupd.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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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Programs of Study

Curriculum 2016~2017

수업 / 재학 연한
•수업연한 2년 6월(5학기)

전공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을 포함하여 7년 6월(15학기)

2016–1

2016–2

2017–1

2017–2

비용·편익분석

도시계획론

비용·편익분석

도시 및 부동산개발 실무분석

부동산시장분석

부동산사법

부동산통계분석 및 응용

부동산공법

부동산계량분석

부동산원론

부동산계량분석

부동산원론

논문연구세미나

지속가능도시와교통

논문연구세미나

지속가능도시와교통

부동산마케팅론

부동산금융론

부동산경제학

부동산금융론

부동산경제학

부동산개발금융론

부동산감정평가론

부동산권리분석론

도시 및 지역문제연구

도시재생론

도시및지역경제

도시설계론

글로벌부동산

부동산개발론

도시공공시설론

부동산개발론

재개발재건축

토지이용계획

부동산개발세미나

성장관리론

도시학세미나

도시개발세미나

토지및주택정책

도시재생세미나

부동산자산관리Ⅰ(주거용)

부동산관리론

부동산자산관리Ⅱ
(상업/업무용)

부동산자산평가

부동산공시론

부동산권리분석론

부동산조세론

부동산경매론

부동산자산관리세미나

부동산정책세미나

부동산마케팅세미나

부동산투자세미나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경매론

부동산경영론

고급부동산투자론

부동산재무관리

고급부동산투자론

부동산재무관리

글로벌부동산

부동산위험관리론

기업부동산투자금융

부동산자본시장론

부동산금융정책론

부동산투자금융사례연구방법론

글로벌부동산금융론

부동산금융실습

부동산금융투자세미나

부동산시장및투자분석

부동산금융세미나

도시부동산입지론

이수학점
구분

교과목별 학점

이수학점

비고

학위논문 제출과정

전공 8, 전공 및 일반선택 16, 학위논문 6

30

수강신청: 4기까지 신청함
(5기 : 학위논문작성 학기)

과목추가 이수과정

전공 12, 전공 및 일반선택 18

30

수강신청: 5기까지 신청함

[공통]
도시·부동산개발
부동산자산관리
부동산투자금융

* 일반선택 : 타전공의 전공과목을 말함.

도시·부동산개발

자격시험
구분
학위논문 제출과정

과목추가 이수과정

시험

대상

종합시험

•4기 이상
•18학점 이상
•평균평점 B학점 이상

학위취득시험

•5기 이상
•24학점 이상
•외국어시험 합격
•평균평점 B학점 이상

시험 과목

합격 점수

3

각 과목별
60점 이상

시험 시기

4월/10월
4

부동산자산관리전공

각 과목별
80점 이상

부동산투자금융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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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과 교육협력
External Organizations and Education Cooperation

2015학년도 1학기

MOU 체결(5건)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특강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특강

구분

협약일자

부동산 자산관리 사업의 현재와 미래 모리류헤이(일본 자이맥스(주))

내용

(주)알파돔시티자산관리

2015. 03. 02

복합개발 ·문화/예술 콘텐츠분야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견학 업무협력

(사)한국감정평가협회

2015. 03. 04

최고경영자과정 개설 및 재학생을 위한 학술세미나, 특강개설

(사)한국리츠협회

2015. 06. 19

전문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강화 및 학술교류, 상호협력 도모

(재)에스라이프

2017. 02. 08

전문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강화 및 학술교류, 상호협력 도모

한국부동산개발협회·문주장학재단

2017. 02. 22

매학기 장학금 전달(학기당 2천만원)
장소 :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관 610호
일자

시간

주제

강연자

3/28(토)

12:30~13:30 PF사업과 알파돔시티의 오늘

유광식 (알파돔시티 팀장)

4/11(토)

12:30~13:30 건설부동산분야 마이스시장 현황과 전망

박영신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4/25(토)

12:30~13:30 HTL(Hospitality, Tourism & Leisure)개발 동향과 전망

오창윤 (Horwarth 충정 상무)

5/09(토)

12:30~13:30 해외 부동산 시장 투자 전망

신종웅 (DTZ 코리아 회장)

5/23(토)

12:30~13:30 해외 건설시장 현황과 진출 전략

5/30(토)

12:30~13:30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 사례

이규성 (이지스자산운용 상무)

6/20(토)

12:30~13:30 아파트 시장의 변화와 전망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

김종현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 본부장)

※점심은 Sandwich를 제공합니다.
※상기 특강은 강연자의 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02-2220-1211)으로 연락주십시오.

부동산융합대학원 최고경영자(CEO) 과정
구분
창조도시 부동산융합 최고위 과정
도시·부동산 리츠산업 최고경영자
(CEO)과정

협약일자

내용

부동산개발협회

다양한 학문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창조적인 인력 양성과 도
시 및 부동산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

MOU체결에 따른
교육협력(2017. 3. 개강)

비고

공인중개사법 제 34조 및 동법 시행령 저2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 시행

부동산개업
공인중개사교육기관으로 지정
(2017. 3. 개강)

CCIM(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 교육인증 기관 승인

•창조도시부동산융합 최고위과정(ARP)는 3월~ 12월
구분

교과목별 학점

까지 1년 과정

·미국 전역에 걸쳐 존재하는 125,000명의 수익용 부동산 거래업자 중 단지 6%만이
사업목적

CCIM 자격을 보유
·CCIM 프로그램은 부동산업계에서 선망받는 자격증
CCIM은 중개업자, 임대업자, 투자자문가, 재산관리자, 감정평가사, 기업 부동산 팀 실무

사업내용

자, 자산관리자, 부동산개발자, 기관투자가, 수익용 임대인, 변호사, 금융기관종사자 및

•부동산 디벨로퍼, 설계, 조경, 인테리어 등 다양한 업
종에서 근무하는 60여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강의방
식은 매월 다른 주제를 정해 집중 교육하는 ‘모듈강
의’로 진행

기타의 서로 연합되는 전문가들을 포함
사업활동
기대효과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온라인상의 CCIM 네트워크를 통해서 CCIM들은 4천억 달러 이상
의 금액에 해당하는 연간 대략적으로 156,000건의 거래 성사
전공 12, 전공 및 일반선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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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회

동문 인사말

Academic & Club Activities

Greeting

학술 포럼 및 행사
부동산융합대학원 원우회는 원생들의 부동산학에 대한 학업 증진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학술 세미나, 신입생 환영회 등 원우회 행사를
주최하고,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며 원생들의 화합과 발전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4대 원우회 원우회의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에서
당신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신입생 환영회 및 졸업생 환송회 행사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부동산 융합대학원은 부동산 분야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 분
야의 많은 인재들을 교육해 왔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정책, 금융, 기업, 실무 업무 등의 다양한 분야를 교육함으로써 부동
산 관련 전반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교육하여 국가발전과 개인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
매월 초 각종행사 공유 및 주요 안건 논의

직장과 가정, 그리고 학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열혈 신입생들의
환영회를 개최함.
2년 반동안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여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함.

습니다.
저는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나 당 대학원 학업을 바탕으로 이에 부응하는 부동산
입지분석 및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오피스 빌딩 시행사업성 검토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2015년도 말 작으나마 마곡지구내 시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데 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 소개

정부나 민간부문 모두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의 동향뿐만 아니라 점차 차별화되어가고 있는

등산, 스터디, 골프 등 동아리를 운영하여 원우들의 인적 네트워킹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과의 교류할 기회도 부여될 수 있도록 다
양한 행사를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문시장의 동향을 살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학문적인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세계 몇위 안가는 막대한 국내

스터디 동아리

등산 동아리

골프 동아리

연기금의 효율적 운영 대안으로 우리 부동산 분야와 접목하여 더욱 조화있는 부동산 개발
교육을 통한 국가와 기업, 개인의 균형된 발전과 미래를 창조하는 값진 일들을 해나갈 것
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동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동문들
과의 협력과 공유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훌륭한 교수진과 열정적인 교직원이 함께하는 우리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에서 그 큰
뜻이 영원히 밝게 빛나길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상호 토론을 통하여 학업 증진 및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키워나가는 스터디 동아리

업무와 학업에 지친 동문들의 심신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차세대 리더로서 환경친화적 마
인드를 제고하고 선후배 및 동기간의 친목 도
모를 증진시킬 수 있는 등산 동호회임.

일상에서 개인이 즐기기 힘든 골프 등을 함께
하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고 동시에
친목을 다지는 골프 동아리

45회 동문

김평화

[마천건설(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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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인사말
Greeting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CONVERGENCE
HANYANG UNIVERSITY
한덕만 부동산융합대학원 동문회 사무총장
•

2009년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시험을 치르고 기다리던 합격
자 명단에서 나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을 때의 실망감이란..
그후로 다시 1년이 지나 재도전 끝에 어렵게 합격했고, 대학원 수업을
통해 이제껏 알지못했던 도시 및 부동산 개발분야의 체계적인 배움이
학문적으로나 실제 업무적으로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
님들의 학문적 완성도는 실무에서 부족한 부분을 너무도 잘 채워주셨
고 어느 대학원과도 견줄 수 없는 선, 후배간의 끈끈한 유대관계는 학
문을 바탕으로 한 동문회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을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각계 각층
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면서 형성된 인적네트워크는 동문사회의 커다란
자산이며 앞으로도 명문 대학원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든든한 밑거
름이 될것임을 확신합니다.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졸업생이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행운
이며 행복입니다.

개량 등 부동산자산관리 행위의 연구를 통하여 개발에서 관리로 변화
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선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핫한 부동산자산관리
전공 선택하여 초고층의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의 상업용부동산 및 대
규모 주택단지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연구함으
로써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리업, 부동산리모델링 및 부동산권리분쟁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부동산자산관리전문가로서 거듭나고자 세종특별
자치시에서 왕십리를 오가면서 매시간 강의내용에 충실히 임하면서 틈
틈이 동기, 선, 후배님들과의 다양한 내용의 소통을 통하여 나 자신을
한단계 한단계씩 성장시키면서달려온 시간들이 이제는 한양대 부동산
융합대학원 졸업생으로서 그 동안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폭넓고 다양한
실무중심의 강의내용을 통하여 학습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앞으
로도 훌륭한 후배님들의 영입과 부동산융합대학원이 동종학계의 최고
명문대학원으로서 자리메김 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 하려합니다.

박지은 투자금융 66기(Savills 대리)
•

하재구

도시개발 66기(사무실풍경 대표)

•

부동산융합대학원이 설립 된 2014년 9월 1일에 학생이 된
후로 졸업식까지가 정확하게 900일, 지난 900일 동안 “학생의 신분”
이라서 좋았고 “도시와 공학의 명문 한양대의 학생”이어서 자랑스러웠
습니다.
졸업 후에도 동기들과 함께 “도시와 부동산의 역량 높은 전문가”로서
활약을 하면서 한양대의 위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활약들이
널리 퍼져서 훌륭할 차기 인재들이 한양대융합대학원의 후배로 이어지
는 선순환이 되도록 이끌겠습니다.
훌륭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동산융합대학원”을
설립해 준 한양대학교에 감사를 드리고, 항상 열정으로 강의 해주신 모
든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가르침에 늘 감사하
며 배움에 늘 증진 하겠습니다.”

진광천 자산관리 66기(㈜세종 EMC 대표이사)
•

2014년 봄 나의 개인적인 일상에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하여
야만 했던 시기에 때마침 한양대에서는 도시 및 부동산 문제를 효과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부동산전문가를 배출하는 요람으로
부동산융합대학원 개원과 함께 신입생 모집을 각 매체를 통하여 공모
중이었다.
나는 한 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내 나이 54세에 과감한 도전을 하기
로 결심하고 면접에 임하게 된 지 벌써 5학기를 보내고 그 동안 나름
대로 도전정신과 열정을 믿고 열심히 달려온 대학원 생활을 잠시나마
정리하여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에 관심있는 모든분들과 공유하고
자 합니다.
2014년 후반기 첫 강의를 시작으로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유지, 이용,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
과 함께 2014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론, 상업용 부동산, 고
급 부동산 등의 수업을 들으며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법”을 배워갔
고, 논문 세미나 수업을 들으며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볼 수 있
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심도 있게 진행해주셨던 필드 트립들 또한 새
롭게 시장을 바라보고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명동 스카이파크 호텔을 견학하며, 관광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 속에서 그분들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고, 일본
안다즈 호텔을 보며 새로운 럭셔리 호텔 지향점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교수님들을 통
해, 또 연륜 깊은 원우 님들을 통해 배우게 된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아직 졸업을 했다는 것이 잘 와 닿지는 않습니다.
입학이 엊그제 같고, 아직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몰
라서 무작정 질문만 던졌던 제게 늘 웃으며 답을 주셨던 교수님들 원
우님들과의 시간이 앞으로도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김대희 투자금융 66기
•

2년 반이 유수같이 지났다. 서툰 손짓이 익숙해질 때쯤 석사
모를 썼고 모든 게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6살짜리 유치원생들 마냥 나
이, 직업 아랑곳 없이 마냥 신비로운 학교생활이 이어졌고 새로운 사람
들과 술잔을 기울이고 휴일 스터디에 원우는 더욱더 돈독해졌다.
한양대 원우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같이한 시간들은 보물이었다. 기존
한국도시계발의 역사인 도시개발팀 엄청난 브레인들의 산실인 투자금
융 현시대에 부흥하는 자산관리 팀 강도 높은 수업과 시험에 대한 중
압감은 어느새 자존감으로 이어졌고 강의실 수업에 더불어 실제 현장
학습을 위해 시간과 정열을 주신 교수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부동산업계의 한 획을 융합대학원이 자리매김할 듯하다.

실용적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 양성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CONVERGENCE
HANYANG UNIVERSITY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신소재공학관 606호
Tel. 02-2220-1211 / 0235
Fax. 02-2220-1214
E-mail. gsus@hanyang.ac.kr http://gupd.hanyang.ac.kr

http://gupd.hanyang.ac.kr

Department of Urban & Real Estate Development
도시·부동산개발학과
Urban & Real Estate Development Program
도시·부동산개발전공

Department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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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Asset Management Program
부동산자산관리전공
Real Estate Finance & Investment Program
부동산투자금융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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