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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대학

경영대학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영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경

제 전반에 걸친 기초 소양교육과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리더십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경제학, 금융보험학, 부동산국토정보학, 경영학, 물류무

역학, 회계세무학에 관한 세부적인 전공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목적

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StarNet 프로그램(200여개 회사와 산학협력

프로그램)과 Star Track프로그램(전문자격증준비반, 공무원시험 준비반, 외국어 실

력향상 준비반) 등을 운영하며, 전체 강의실을 디지털 시설로 완비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고시반의 운영을 통해 손해사정사, 공

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우수한 전문경영 인력을 배출하고, 미국과 중국 등 외국대

학과 교환학생제도 및 이중학위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갖춘, 실력과 인격을 두루 겸비한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합니다.

경영대학 소개

Jeonju University



경영대학

부동산국토정보학과
Dept. of Real Estate & National Spacial Information

063)220-2259

http://www.jj.ac.kr/real-estate/

58.8% (2016. 12. 31. 유지취업률기준)

Jeonju University



경영대학_부동산국토정보학과

학과소개

Jeonju University

• 기존부동산학과를부동산국토정보학과로변경

• 국내총자산의 80%를차지하고있는부동산과 4차산업혁
명시대의필수적지식인국토정보의결합으로부동산분야
의취업뿐아니라한국국토정보공사의지역인재할당제에
부응한인재양성또한지적공무원, GIS등지적관련취업을
주요목표로함

‘Real Estate & National Land Information)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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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인재상 및 강점

• 창의적 도전정신으로 부동산 개발∙신탁∙투자 등 부동

산관련 분야와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

공사(LX)와 지적관련 공무원으로의 취업을 성취하는

부동산과 국토정보 전문가 양성

학과인재상

•30여년 전통 호남지역에 유일한 4년제 부동산국토정보학과

•대학원 석·박사과정 학위소지자 및 부동산관련 기업체 한국국

토정보공사(LX)와의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체계 구축에 의한

취업률 극대화.

•학과 졸업생과 대학원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학과 발전기금으

로 학과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 지급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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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소개

Jeonju University

민규식 교수

부동산투자론/ 부동산입지론/ 

부동산조세론/ 부동산컨설팅

엄수원 교수

부동산개발론/ 국토 및 도시계획론/ 

도시재생 및 농촌정책론 / 부동산금융
론

김종진 교수

부동산시장분석론/ 부동산경제론/ 

부동산자산관리/ 부동산회계론

임미화 교수

부동산정책론/ 감정평가론/ 

부동산계량분석론/ 도시재생론/ 



학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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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법정대학부동산학과신설-

-11.09 지역개발대학원

-10. 04 대학정원조정(증원) 학과소속변경(법정대학⇒사회과학대학)

-10. 18 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석사과정신설

-11. 05 2부(야간) 부동산학과신설

-10. 19 학부변경 (금융보험학과, 부동산학과⇒금융보험부동산학부)

-08. 08 학부통합(금융보험부동산학부⇒사회과학부)

-10. 16 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박사과정신설

-09. 16 소속변경(신설된 ‘경제정보학부’로소속변경)

-11. 10 제11회 ‘전국부동산연합회’학술세미나개최

-부동산학과로전환

-부동산국토정보학과

1987

1995

1997,
1998

2000,
2001

2021

2003

2013



교과목 소개 및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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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정책론, 지적학개론, 토지정보체계

론, 공간정보관계법규, 입지선정론, 도시계획론,

부동산조세론, 부동산 관련법

부동산 국토정보 기초이

론과 관련법에 관한 과목

•통계학개론, 부동산정보처리론, 부동산마케팅, 

부동산시장분석, 공간정보체계론(GSIS), 지적측

량, 공간정보시스템

분석방법과목

•부동산개발론, 부동산컨설팅, 응용측량, 지적측

량실습, 부동산금융론, 부동산경제론 등이 있습

니다.

응용분야과목

-부동산국토정보학과에서는 토지와 주택 및 국토공간 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이론과 관련법, 분석방법, 응용분야별 이론 및 정책 등을 배웁니다.

-부동산국토정보학과는 응용학문으로서 도시계획학, 지적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등의 인접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따라 이들 유사학문을 복수전공 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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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글로벌사회의 필수요소인 외국어 능력을 함양하고, 부동산국토정보학의 기초과

목(부동산학원론, 지적학개론)을 학습합니다.

2학년
부동산개발 ∙ 투자 ∙ 금융, 도시계획론, 토지정보체계론, 지적측량 등의 분야에서

심화과정을 학습합니다.

3학년
부동산국토정보 각 분야에 대한 전공 심화학습(부동산투자, 개발, 공간정보시스

템, 응용측량 등)을 하며, 현장중심의 실무를 학습합니다.

4학년
학생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에 대한 심화학습과 창업 취업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연결되어지게 합니다.

대학원: 특수대학원 부동산학과(석사과정),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및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박사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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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국토정보학과에서는 학교의 장학제도 이외에 문주현재단 장학금, 놀뫼로타리장학
금, 진리장학금, 평화장학금, 자유장학금 등 다양한 학과 특별장학제도(부동산국토정보학
과 발전기금)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주현재단
장학금

성적이 우수하며 발전가능성이 높은 학생

놀뫼로타리장학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

진리장학금

TOEIC 820점 이상(다른 외국어 및 기타 영어시험인 경우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
부동산감정평가사 ,CCIM(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

CPM(Certified Property Manager)
자격증을 취득한 자

평화장학금
TOEIC 730점 이상(다른 외국어 및 기타 영어시험인 경우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

공무원시험, 공인중개사, 공동주택관리사(보) 등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자유장학금
TOEIC 680점 이상(다른 외국어 및 기타 영어시험인 경우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

공무원시험, 공인중개사, 공동주택관리사(보) 등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학생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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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과 학생들의 자치 동아리

●학술동아리- 레드팀
- Real Estate Development Team의 약자로, 부동산개발

에 관한 사업 및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시나
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계획, 수립
하는 학술동아리

●학술동아리- 지적인
-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 지적공무원 준비반
- 다수의 합격생배출(한국국토정보공사, 2017)

●스포츠동아리 – 레스트
제우스배 전북권 축구대회 우승, 전주대학교 JJ리그

우승, 

Enjoy your creativity
어느 순간 불현듯 찾아오는 힘, 그것을 즐겨라!



학과 교육역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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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To The Goal

이를 수 없는 목표는 없다.
이룰 수 없다는 생각만 있을 뿐

1. 선후배 전문가 멘토-멘티 연계 워크샵

2. 방학 중 공인중개사반 운영

3. 한국국토정보공사(LX)및 지적공무원 준비반 운영

4. 자기개발학기제도입운영

방학 중 영어특강 운영

현장체험 · 인턴쉽제도 활용

공채준비 및 지적측량 실습 등 한국국토정보공사 취업준비
및 현장체험

창업 ∙ 취업 특별 프로그램 운영



부동산국토정보학 자격증 및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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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으로 부동산중개업과 경매

를 위한 사업자등록증이며 취업 시 우대를 받는 자격증

국토정보공사 취업시 우대 받는 자격증

부동산 감정평가를 위한 전문가 자격증으로 정년이 없

고 회계사 등의 자격증보다 더 높은 수입을 보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취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격증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지적기사

Be a Professional



다양한 취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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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
공사중개

법인

컨설팅
업체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

감정원

은행

전북개발
공사

한국토지
신탁

시행사

점포개발
업체

연구원

건설사

한국국토
정보공사

LH공사

마케팅
업체

부동산투자
펀드회사 자산관리

공사

지적분야
공무원



당신의 선택 속에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

바로 당신이 있기에

전주대학교
는 더욱 특별

해집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