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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M B A

IAU-우대빵부동산
온라인 한국어 MBA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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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M B A 
하이테크-하이터치 교육

기회와 위협, 그리고 도전 앞에 필요한 것은 기술 집약적 시스템과 실무 역량입니다. 



우 대 빵 부 동 산 아 카 데 미

부동산 비즈니스, 하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는 레드오션 시장 

중 하나입니다. 우대빵부동산아카데미는 부동산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노하우 전수 및 창업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우대빵과 함께하는 IAU 부동산MBA 과정 한국개설은 글로벌 팬데믹 확산으로 인해 달라질 
기술 지향적인 부동산산업에 큰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국내외 권위있는 교수진들의 참여로 
글로벌 경영지식과 함께 부동산에 특화된 최신 이론과 실무 정보도 함께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 및 실속있는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명사 특강과 국내외 연수 탐방 등)로 
정보교류와 사업회 창출에 도움이 되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형석 원장
우대빵부동산아카데미 ￜ 부동산연구소 

현) 우대빵부동산아카데미 원장 ￜ 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
전) 성결대학교 교수 ￜ 영산대학교 부교수

전) 부동산114 이사 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Program Chair 심형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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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프롭테크 시장은 2017년 이후 100억 달러를 상회하는 투자 규모를 형성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분야 중 하나가 되었다. 타 분야에 비해 부동산 

분야에서의 기술 활용도가 낮아 기술 혁신에 따른 파급력이 컸고, 위컴퍼니, 에어비앤비, 

질로, 프로코어, 레드핀 등 다수 유니콘 기업의 등장으로 시장 창출 및 효율성이 증명되자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 등 다양한 투자금이 유입되면서 글로벌 프롭테크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9)

[자료출처 :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9) & PropTech 2020: the future of real estate, University of Oxford Research(2020)] 

부동산 산업, 새로운 미래 프롭테크 기업

프롭테크의 본질은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이며, 이는 국가별, 세부 

분야별 속도의 차이는 존재하나 거스르기 어려운 메가 트렌드로 이해됨. 다만, 

부동산과 기술의 융합 수준에 따라 속도는 달라질 것임.

우리나라에서도 프롭테크 관련 기업이 설립되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에 비해 성장 

속도가 더디고 매물·중개, 공유경제 부문에 치우쳐 있음. 이마저도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에는 아직 동력이 부족한 상황임.

업태 간 시너지가 어려운 칸막이식 규제, 부동산의 벤처 지원 배제, 지분형 투자가 

적은 투자 환경 등이 국내 프롭테크 성장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프롭테크 시장 형성은 부동산 산업 선진화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투자자 발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자산운용사들도 자산 효율화 및 비용 절감 관점에서 상업용 프롭테크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함. 

우대빵부동산 디지털 팩토리

국내 부동산 비즈니스는 대부분 1인 사업장이거나 직원 1-2명과 함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시스템 부재로 각 기업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이합니다. 이와 

반면에, 미국에는 리맥스, 레드핀 등 대기업이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전역의 탄탄한 조직과 

기술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국내에는 주택부분 기업형 서비스를 찾아 볼 수 없나?’라는 찰나의 의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우대빵부동산 디지털 팩토리는 초규제라는 시대적 난제 속에서도 

대한민국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빅데이터 및 AI비즈니스를 접목한  프롭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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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대 빵
부 동 산
아카데미

부동산석사 MBA

프롭테크학과

부동산박사 DBA

부동산창업스쿨

공유경제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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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meric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MBA 석사�프로그램 DBA 박사�프로그램

��  Business Analytics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  Hospitality Travel Tourism ��  Supply Chain Management

연방인가�및�승인�이력  U.S. Department of Education
DAPIP ID: ������

BPPE School Code#
��������

SEVIS School Code#
LOS���F��������

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 (TRACS)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CHEA)

Welcome Message

Dear IAU Students, 
Welcome to International American University! 

Originally established in Los Angeles in ����, IAU celebrates its �� year anniversary in the hub of business, 
culture, and entertainment. Los Angeles is not only a great place to live, but it is a great place to learn. Within a �� 
mile radius, you have exposure to some of the largest publicly-owned companies in the U.S. making it an ideal 
city for business students to closely connect with Los Angeles-based businesses. Historical and cultural land-
marks are exciting to visit and provide ideal entertainment. Additionally, as IAU seeks additional recognitions 
and approvals, students will see the standards of quality improve in both campus and online instructional deliv-
ery. IAU will continuously strive to provide respectful, courteous customer service that meets and exceeds 
students’ expectations. ���� is an exciting year for IAU, Los Angeles, thank you for choosing to pursue your 

educational journey with us to be part of the real IAU experience.

Sincerely,
Richard H. Gayer, Ph.D.
Chief Academic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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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세계화와 더불어 

해외 진출 기회 마련

생생한 탐구 및 토론 중심

미국 대학 생활 체험

다양하고 역동적인

글로벌 커뮤니티 참여

미국 MBA 학위 취득을 통한

학술연구 및 학업성취 달성

IAU Korean MBA Program
캠퍼스 둘러보기

IAU Korean MBA Program
                      샘플�커리큘럼

전공필수  �과목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전공필수 �과목 
인턴십  �학점

전공필수 �과목
캡스톤 �과목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전공필수 �과목 
전공선택 �과목 

인턴십 �학점

MBA 석사 학위 1년 졸업 요건    
[38 학점]

+ 전공필수 8과목 [+24 학점]                 
+ 선택필수 3과목 [+9 학점]                
+ 인턴십    2회    [+2 학점]  

+ 캡스톤    1과목 [+3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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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U Korean MBA Program

MBA 석사 학위 학업 성취 달성

한국어와 영어 실용 언어 구사 능력 향상

미국 대학 문화 맛보기 글로벌 협업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영어성적
면제

가성비
높은 학비

영어강의
한국어강의

과정 내
실무교육

인턴십

1년
집중과정

2021-2022 Academic Calendar

Academic Calendar

����
Fall Term

      ����
Spring Term

       
����

Summer Term

Sep.
Oct.

Nov.
Dec.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ssion � Session � Session � Session �Session � Se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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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M B 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Real Estate

교과목 (온라인�강의)

온라인�강의�외�글로벌�특전�및�활동
· 오리엔테이션 : 팀빌딩�이벤트�및�커리어워크숍�진행
· 명사�특강 : 오프라인�행사 (일정�추후�공지)
· 연수�탐방 : 국내�시장�탐방�및 美 본교�연수�탐방
· 실무�체험 : 우대빵중개법인�인턴십�기회�제공
· Business Project [Capstone 과목] : 

- 사례 : 학생�별�과제�수행�독립�프로젝트 (졸업논문�대체用) 진행 
· 졸업식 : 美 캘리포니아주 LA 소재�본교에서�진행

* 상기�세부전공�선택필수�과목은�사전�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Modules Courses Faculty

전공필수
(�과목)

외국�교수진

한국�교수진

한국�교수진

세부전공
선택필수
(�과목)

캡스톤
(�과목)

MIS ���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BUS ��� Business Law for Managers
MGT ��� Human Resource Management
MGT ��� Organization  Behaviour & Leadership
FIN ��� Financial Management
ACC Accounting for Mangers

RES ���k Real Estate Market Analysis
RES ���k Real Estate Finance and Investment
RES ���k Prop-Tech and Real Estate Innovation

BUS ��� MBA Capstone: Strategy & Competition

미국 ￜ 한국인턴십
(�학점)

최소�인턴십 �회�이상 [인턴십 �회=�학점]

한국�교수진
RES ���k Real Estate Marketing Management
RES ���k Real Estate Economics

교육목표
부동산�전문가�필수개념, 원리�및�실행방안�습득
글로벌�부동산�비즈니스�기회�창출을�위한�업계�노하우�전수
현업�선두리더로부터�업계�동향, 전망�및�통찰력�획득

지원자격
신입학 : �년제�대학�졸업(예정)자
편입학 : 대학원�학점�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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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요건
이수학점: ��학점�이상
인턴십이수: �회�이상

(�회/ �학점)
석사학위�논문�심사�통과 

(졸업 Report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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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인가대학 MBA 학위 취득

글로벌 비즈니스 소양 및 리더십 함양

글로벌 부동산 비즈니스 업계 동향 파악



3440 Wilshire Blvd., Suite #1000

Los Angeles, CA 90010 USA

(213) 262-3939

www.iaula.edu

Get In Touch

© Copyright Woodaebbang Academy. All rights reserved.

Thanks For Being With Us

입 학 안 내 문 의

International American University 

한국지사 입학처

Phone : (02) 324-4590

www.iaula.edu

E-mail : jkim@iaula.edu

우대빵부동산아카데미

Phone : (010) 2252-0612

www.woodaebbang.com 

 E-mail: prof.hsshi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