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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recent recession of real estate market has accelerated the changes to the real estate business 

environment, which has increasingly diversified the capabilities and roles required from real estate 

professionals. The current curriculums, however, do not meet the needs of the real estate businesses. 

This study thus set out to develop a curriculum for custom education based on industry-academy 

collaboration by using a job analysis technique, apply it, and contribute to the production of excellent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real estate.

(2) RESEARCH METHOD

As for methodology, the study employed the DACUM technique that was effective for identifying 

educational goals and content relatively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developing a curriculum based 

on them. 

(3) RESEARCH FINDING

The DACUM technique led to a curriculum, which was comprised of five jobs including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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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real estate brokerage, real estate management, real estate finance and investment, and 

real estate development. As for the tasks of each job, common real estate contained seven tasks 

of general real estate planning; real estate brokerage did seven tasks of real estate contract; real 

estate management did four tasks of real estate operation; real estate finance and investment did 

six tasks of real estate decision-making; and real estate development did six tasks of real estate 

supply.

2. RESULT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situation of prescriptive education policies by the government 

involving the cultivation of specialization colleges and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 rapid decrease 

of population and the absolute reduction of school age population. In pursuit of the educational goal 

of bringing up professional real estate workforce focused on the practical qualities, a curriculum was 

developed based on the creation of job descriptions and task specifications. 

3. KEY WORDS

∙Real Estate Curriculum, DACUM, Job Analysis, Job Model, Real Estate Industry

국문 록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부동산 산업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문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역할이  더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행 교육과정으로는 부동산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이 연구에서는 직무분석법을 이용하여 부동산 분야 산학 력 맞춤교육을 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용함으로써 부동산 분야의 우수한 문 직업인을 양성하고자 하 다. 연구의 방법으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비교  단시간 내에 추출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효과 인 데이컴(DACUM)기법을 활용하

여 5개 직무로 부동산공통, 부동산 개, 부동산 리, 부동산 융  투자, 부동산개발로 구성하 다. 각 직무별 책무로 

부동산공통에서는 부동산 일반기획의 7개 Task로 부동산 개에서는 부동산계약의 7개 Task로 부동산 리에서는 부동

산운 의 4개 Task로 부동산 융  투자에서는 부동산의사결정의 6개 Task로 마지막 부동산개발에서는 부동산공

의 6개 Task로 분류되었다.

핵심어: 부동산 교육과정, 데이컴, 직무분석, 직무모형, 부동산산업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과거 세계화와 정보화에 한 사회  요구

의 증 로 직업의 문화가 가속화되어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경제  산업구조의 시  

변화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문 학의 직

업교육의 요성이 진 으로 두되어왔다. 

우리의 문 학은 각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인

력을 양성하여 공 함으로써 산업발 에 커다

란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러나 문성의 기술

습득과 능률성을 시하는 문 학 교육의 사

회  인식은 일반 4년제 학에 비하여 차별을 

받아왔다. 한 오늘날의 문 학의 역할은 

설립당시의 교육취지나 재의 요구와 부합하

지 않는 4년제 학의 편입을 한 변질된 교육

기 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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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1). 이러한 원인은 우선 으로 문 학

의 역할부족, 련 공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 학부모와 학생의 고학력의 요구 등 사회 

반 인 다양한 원인이 있을 있으며, 이를 해

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시 하다. 한 인

구구조의 격한 변화로 인하여 학령인구의 

 감소로 향후 5년 내의 국의 문 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라 정부는 특

성화 학 육성이라는 카드로 학의 구조조정

을 진하고 있다. 하지만, 문 학의 교육  

구조 계는 특성화라는 하나의 문분야에 국

한되어 학사가 운 되는 것이 아닌, 다분야의 

융합과 실무  지식으로 종합되어 짧은 교육기

간에도 공과 상 없는 분야로의 취업의 폭이 

크다는 모순 인 결과도 갖고 있다. 이처럼 고

등교육기 으로서의 경쟁력 확보에 한 요구, 

기술변화와 국제화 추세에 따른 평생학습의 

요성, 학령인구의 감소 등은 학의 기능과 역

할에 한 근본 인 재정립이 요구된다. 특히, 

로벌 융 기 이후 산업인력의 수요가 격

히 어들어, 산업체에서는 이론과 장기술을 

겸비한 실무 심의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

라서 문 학에서는 시의성을 갖춘 교육과정

의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 으로 부동산 분야

의 문인력의 양산은 4년제 학에서 집

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의 차별성에 맞추어 

2년이라는 한정된 교육기간 동안 실무에 

을 둔 조직  교육이 요구되며, 부동산 분야의 

실무자들이 요구하는 교육 로그램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DACUM기법에 의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부동산 분야 실무 문가들

의 요구에 맞는 맞춤교육을 개발하고, 학생들

로 하여  이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을 이수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체의 경쟁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인성을 갖춘 문인력을 양성하

는 것이다.

2. 연구의 범   방법

이 연구는 수요자 심의 부동산 공 교육의 

구성과 개발을 하여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 교육과정개발도구는 직

업 교육분야의 교육과정 개발에 리 활용되고 있

는 DACUM(Developing A Curriculum)방법

을 사용하며, 이 방법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한 선행단계에서 필요한 직업과 직무 련 정보

를 얻기 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 다.

먼 , 2013학년도 재학생과 2011년도부

터 2013년 2월 졸업 상자를 기 으로 하는 

교육과정과 부동산 련 공자의 취업과 련

된 주요 산업체를 방문하여 설문과 인터뷰를 통

하여 환경분석과 요구분석을 실시하며, 분석 

후 핵심직무를 선정하고 직종  직무를 분류하

다. 한 분류 후 직무에 따라 장 문가

(SME)를 선정하고 교육과정개발 원회를 구

성하 다. 그리고 요구분석에서 얻어진 결과와 

교육과정개발 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직무에 한 정의를 도출하 다. 이

게 정리된 직무정의를 통하여 해당 직무에 따른 

책무(Duty), 작업(Task) 등을 분류하여 직무

모형도를 구성하 고, 검증된 직무 Sheet에 

의하여 주요 작업(Key Task)을 추출하고, 이

를 수행하기 해 필요한 지식(K), 기능(S), 

도구(T)를 도출하 다. 최종 으로 작성된 직

무모형도를 이용하여 산업체의 동일 해당 직무

자들에게 작업(Task)의 요도와 교육의 필요

도에 하여 설문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

를 가지고 직무모형을 검증하 다. 마지막으로 

주요 작업(Key Task)별 지식(K), 기능(S), 

도구(T)에 의한 교과목을 도출하고 이를 통하

여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이에 한 함의를 도출

하 다.

이 연구는 모두 5개장으로 구성하 다. 연

구의 배경과 목 을 밝힌 제1장에 이어 제2장

1) 민인기․조성호․민 식, “직무분석을 통한 문 학 건설 교육과정 개발과 용”, 지 정보, 한국지 정보학회, 2013, 15권 1호,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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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직무분석에 한 이론  내용과 선행연구를 

검토하 다. 제3장은 이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안으로 직무모형에 한 구성과 

조사 설계를, 제4장은 직무모형의 도출과 요구

분석의 결과로부터 직무모형을 검증하 다. 제

5장은 결론으로 이 연구의 요약과 향후과제를 

제안하 다.

Ⅱ. 이론  고찰

1. 직무분석의 개념  방법

1) 직무분석의 개념

직무분석에 한 개념은 인사 리, 직업교

육, 산업교육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으

며, 특히, 아담 스미스(A. Smith)의 ‘분업론’

에서 유래되었다2). 직무분석은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과학 으로 합리 으로 

리하기 한 기  작업의 하나로 각 직무내용과 

특징, 요구되는 기술과 자격요건 등을 제시하

여 련 업무에서 수행되어지는 일에 한 기본

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3). 한 직

무분석은 직무의 내용을 조사하는 방법의 일환

으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방법으로 다양한 분

야의 교육과정 개발을 한 방법론으로 사용되

고 있다. 이러한 직무와 련된 요한 정보제

공을 목 으로 하는 체계 인 과정으로 직무와 

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종합 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하나의 직업(occupation)

은 하나 혹은 두 개 이상의 직무(job)로 구성되

며, 직무는 책무(duty), 작업(task), 작업요소

(task element)로 분류된다. 직무분석을 구성

하고 있는 일의 체  그 직무를 완수하기 

해서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경험, 기능, 지능, 

능력, 책임과 그 직무가 타 직무와 구별되는 요

인을 각각 명확하게 밝히어 기술하는 차로 정

의하고 있다4). 이러한 직무분석은 직무수행 

리자  담당자에게 직무에 한 표 을 제시해 

 수 있으며, 업의 직무 역들에 을 둔 

수요자 심의 교육이 실시 될 수 있는 다양한 

장 을 갖는다5). 교육훈련과정 개발 등의 목

으로 직무분석을 극 실시하는 국내의 기 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직업교육훈련 교육기 에서 자격종목의 개발

과 출제기  작성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의 목

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

2) 직무분석의 방법

직무분석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는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하면 개발자의 자료수집을 

고려하여 최 분석법(New Analysis method), 

비교확인법(New Analysis Method), 그룹

토의기법(Group Process Method) 등 세 가

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 , 최 분석법

은 분석할 상 작업에 한 참고자료가 고 

그 분야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문가가 거의 

없을 경우, 직  작업 장을 방문하여 분석하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시간 소모가 많기에 단

순 반복 인 직무에 합하며, 이는 면담법, 

찰법, 체험법, 설문지법  녹화법 등으로 나눠

진다. 비교확인법은 기존 자료는 많이 갖추어

졌으나, 단시간의 찰을 통해 분석하기 어려

운 직업의 경우에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그룹토

의기법은 직무분석 상 직종에 한 문가 집

단이 정해진 기간 동안의 발표와 토의를 거쳐 

직무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여기에는 인스

2) 박종성, 한상근, 직업교육훈련 로그램 개발을 한 직무분석 지침 개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pp.23-24.

3) 정석윤, 이성근, “공인 개사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제51집, 2012, pp.19-33.

4) 배장오, 진서 , “공인 개사의 이미지와 고객확보와의 계분석 ”,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제54집, 2013, pp.315-327.

5) 이 훈, 홍석원, “서울지역 공인 개사의 성격유형이 직무만족, 고객지향성, 경 성과에 미치는 향 ”,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제

51집, 2012, pp.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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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Brainstorming)과 데이컴(DACUM)이 

있으며, 교육이나 훈련을 목 으로 단기간 내

에 효과 으로 분석하고자할 때에는 데이컴기

법이 하다.

2. 선행연구 검토

직무분석과 련한 연구들은 이에 한 개

념  논의와 직업교육훈련과정,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특정 학문에 치 되어 진행되어왔다. 

여기서는 직무분석에 한 일반  연구와 직업

교육에 한 연구와 이의 분석 용에 한 연

구로 한정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 다. 먼 , 

직무분석 자체에 한 다양한 논의가 부터 

이루어졌는데, 한 사회 구성원이 사회구조 속

에 참여하기 해서는 각자가 맡은 일을 문

으로 수행하고, 이와 같은 개인들이 수행하는 

일들을 직무로 정의하 다6)이러한 직무에 

한 정의는 1779년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생산

성의 향상을 해서는 생산과정의 분업화로부

터 많은 학자들의 이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특

정 직무가 갖는 기본 요건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직무분석을 정의하 고, 한 개별 인 직무에 

한 사실을 발견하여 기술하는 차로 일의 내

용, 처리 차, 책임, 수행자의 자격 요건 등을 

세 히 조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 으며, 이러

한 직무와 사람과의 계에 을 두어 직무분

석을 작업자의 찰 가능한 직무 등을 기술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물리 , 기계 , 사회 , 정보

 요소들을 포함하여 작업자가 상호작용하는 

직무환경의 입증 가능한 특성을 기술하는 자료

를 수집하는 활동으로 정의하 다7). 그리고 개

인이나 조직 차원에서 성공 인 교육훈련이 실

행되기 해 교육훈련 로그램의 기획과 운  

과정에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체계

인 근이 필요하다. 특히 분석단계의 요구

분석은 교육훈련 로그램의 설계와 개발에 매

우 요한 향을 미친다. 과거 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조직에서의 요구분석은 교육훈련 달

자에 의해 수행되었기에, 실제의 교육훈련 내

용은 교육 상자들이 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직무 내용과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생의 학습동기를 하시키는 

근본 인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체계 인 교육훈련 로

그램 설계 모델과 방법론이 개발되었다8). 

건설 교육과정의 산학 력 맞춤 교육을 

한 교육과정 개발을 하여 직무분석을 통하여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체계 으로 제시하여, 

실제 학사운 에 용하 다9), 그리고 도시건

설분야에 한 직무분석 연구에서는 직무의 정

의를 인간과 자연환경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을 조성하기 해 계획, 설계, 시공  감리하는 

자로 정의하여, 기 자료조사, 도시기반시설 

설계, 계획, 시공  감리 등의 총 4개 직종으로 

분류하 다10).

부동산 분야에 한 직무분석은 공인 개

사들의 개업에 한 직무만족결과요인들을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직무만족도에 향을 주

는 요인들은 직무특성에 한 변수, 정부 리

(정부정책)에 한 변수, 경제․사회  변수로 

구분하 고, 이의 결과변수로는 결근과 이직이 

포함되었다11). 한 공인 개사 자격제도의 

6) 박종성․한상근, 직업교육훈련 로그램 개발을 한 직무분석 지침 개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pp.32-35.

7) R. J. Harvey, Job Analysis, In M. D. Dunnette & L. M. Hough,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2nd Edition),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91, pp.89-91.

8) 조세형․윤석천, “ 장훈련과 조직성과의 계에서 장훈련교사 역량  지원제도의 조 효과”, 직업교육연구, 한국직업교육학회, 2010, 

29권 2호, pp.54-69. 

9) 이나리․손재호․이승 , “DACUM기법을 활용한 건축공학 실무 교과목 개발”, 공학교육연구, 한국공학교육학회, 2010, 13권 4호, 

pp.101-115. 

10) 박정규, “DACUM기법을 통한 도시건설 분야의 직무분석”, 환경 리, 한국환경 리학회, 2008, 14권 1호, pp.32-45.

11) 이동진, “부동산 개업자의 직무만족에 한 연구”, 단국 학교 도시부동산학과 박사학회논문, 2005, pp.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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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과 부동산 문가의 양성, 부동산 개 서비

스업의 도입으로 부동산산업의 발 과 소비자

보호를 한 부동산 개제도의 발 방향을 제

시하기 한 연구에서는 부동산 개업자와 부

동산 련 문가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시하여 개업자가 수행해야 할 여러 직무를 도

출하 으며, 특히 의뢰인에 의한 신뢰성 확보 

등 부동산 개업자의 행동  직무들에 한 가

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12). 그러나 이 연구

는 직무분석기법을 통한 부동산 개업의 각 직

무들을 도출한 것이 아닌, 단순 설문에 한 결

과를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앞서의 직무

만족도에 한 연구 역시 개업자의 직업  만

족감에 치 을 두고 있기에 이를 직무설계와 도

출이라는 일반 인 범 로 연구의 범 에 한 

확 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동산 교육과정으로 연

구의 범 를 확 하여 장에서 요구하는 실제

인 교육훈련의 내용을 담고자 부동산 교육과

정의 직무설계와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장의 의견이 반 된 실용 심의 교육을 지

향하고 향후 공교과의 설계에 한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1) 직무분야의 상

이 연구는 부동산 분야에 한 직무를 분석

하고 개발된 직무의 빈도, 요도 등을 제시하

기 한 서술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선행 으로 부동산업의 특징과 동향을 정리하

다. 우리의 표 산업분류체계에 의하면 부동

산업은 부동산임   공 업과 부동산 련 서

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70.
부동산업

701. 부동산
임   공 업

7011. 부동산임 업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7012. 부동산공 업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702. 부동산
련 서비스업

7021. 부동산 리업
(주거용, 비주거용)

7022. 부동산 개  감정업

<그림 1> 부동산 표 산업분류체계

재의 부동산 산업분류의 확 로 인하여 

앞으로 부동산 개발․공 ․ 리 등 개발과 

련한  과정과 이를 지원하기 한 서비스업으

로 분류되어지며, 한 부동산 련 서비스업

의 실제 업무범 는 매우 범 하며, 앞으로 

새로운 업종이 추가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올해의 정부 주요 정책과제 의 하나가 

부동산 산업분류체계의 개선에 있는데 이는 기

존의 산업분류체계에서 부동산 융업과 부동

산컨설 업을 추가 으로 반 함에 있다. 따라

서 앞서 701과 702에 이어 부동산 융업과 부

동산컨설 업이 별도의 분류기호로 추가되며, 

이에 따른 세부내용이 가미될 것으로 보여 진

다. 이러한 사업들은 부동산컨설 업, 부동산

정보제공업, 부동산 융  투자신탁, 부동산

보험(권원보험, 세  보증보험, 개발 련 보

증  보험 등), 에스크로우업 등으로 분류된

다. 부동산 서비스업은 부동산의 개발, 이용, 

거래의  과정에서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서비

스를 망라하며, 부동산의 매매, 임 , 개, 컨

설 , 평가, 리, 법률, 융, 보험, 세무, 회

계, 고를 포 하고 있다.

2) 직무분야의 특징

우리 부동산업의 특색은 종합 인 서비스

12) 건국  부동산도시연구원, 한국부동산분석학회,공인 개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2005, 13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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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세부 인 문 역별

로 나뉘어 제공되는데 있다. 가령, 건축설계는 

설계사무소, 건설  시공은 건설회사, 분양은 

분양 행사, 융  리는 소유주, 개는 

개업자가 각각 수행하고 있다13). 이 게 분

된 서비스가 공 자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이 있을지 모르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종

합 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불편하고 

한 종합서비스로 인한 효율성 달성도 기

하기 어렵다. 이런 상은 우리나라 부동산업

이 각종 자격제도를 심으로 업무 역의 분

할구조로 발달해 왔기 때문인데, 즉, 감정평

가, 개, 주택 리 분야의 업무에 해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있고, 

법인을 설립할 경우 최소한의 자본 이나 

련 기술자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부분의 국

가에서 특정한 업무분야에 해서 자격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해서인데, 업무 내용이 문 이

고 기술 이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시장기능에 맡겨 두었을 때는 일반국

민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피해를 돌이키기 어려울 경우에 

자격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14). 

2. 연구 상  차

1) DACUM 차

DACUM 방법은 특정 직무의 실무 심

 특성과 직무수행 시 요구되는 구성요소를 설

정하고 필요한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직무를 임무, 일, 일의 요소로 분류하는 것이

다. 이 연구의 DACUM 분석과정은 DACUM 

원회 구성, 직무분석, 요구분석의 3단계로 

진행하 다.

DACUM 원회 구성

⇓

1단계: Job Analysis

 - DACUM 방법설명

 - 직무도출을 한 설문조사

 - 직무(Job)의 정의

 - 직무기술서 개발

 - 책무(Duty) 구체화

 - 각 책무(Duty)와 연 된 작업(Task)요소 구체화

 - 원회 워크샵을 통한 타당성 검증

 - DACUM 챠트 완성

⇓

2단계: NEED Analysis

 - 직무(Job), 임무(Duty), 과업(Task)의 빈도수, 요도, 난이도 조사

 - 주요 임무(Duty)와 과업(Task)의 요소 구체화

<그림 2> DACUM 분석과정

2) DACUM 원회 구성

부동산 분야 문가들  직무개발에 참여

한 경험이 있는 부동산학과 교수 2인, 부동산개

발사업 종사자 1인, 국내 감정평가 자격이 있는 

감정평가사 1인, 해외 감정평가와 개사 자격

이 있는 1인, 토지  주택분야 연구 원 1인, 

부동산 융  투자 종사자 1인, 부동산컨설  

종사자 1인, 택지  주택개발사업에 경험이 있

는 LH공사 1인 등 총 9명에게 원회의 패

로 참여해  것을 요청하 고, 이를 통해 9명의 

DACUM 원회가 구성되었다.

3) 1단계: 직무도출을 한 설문조사

직무도출을 하여 산업체와 학생(재학생 

 졸업생)들에 하여 요구조사를 실시하

다. 먼 , 산업체 요구분석을 하여 산업체

장조사(부동산 련업체 5여 곳 이상)와 산학 

MOU체결을 통한 상호간의 력체제 구축 그

리고 부동산학과 교수와 산업체 교과과정 개발 

13) 고승 , 이창석, “부동산개발사업의 분양제도 개선방안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5집, pp.115-129.

14) 김용민, “부동산평가법제의 개선에 한 연구”,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 2013, 제54집, pp.32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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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성취기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공이해도
 공기   지식 습득도

 실무교과 학습을 통한 실물경제 이해도
6.3% 18.8% 31.3% 12.5% 31.3%

업무이해도
 컴퓨터 활용도 / 정보처리 

 기 연산  통계 / 문서작성
0.0% 6.3% 50.0% 37.5% 6.3%

취업  창업능력
 직업인의 자세  기업가 정신 이해도 / 

 자격증 취득에 의한 창업 가능성
6.3% 18.8% 37.5% 31.3% 6.3%

자기 리능력
 자아실  노력 / 공 련 경력개발 /

 리더십 개발 / 웍능력 / 생각 표 력
6.3% 0.0% 43.8% 25.0% 25.0%

<표 1> 취업을 한 기 능력 요도

 심의 원 하 다. 한 2회에 걸친 교과

과정 개발회의 실시(A. 제1차 교육과정개발 

회의: 산업체인사 심 직무도출을 한 회의, 

B. 제2차 교육과정개발 회의 : 산업체인사 

심 교육과정개발을 한 회의)하 다. 그리고 

최종 인 교과과정 심의회의 실시(제3차 교육

과정개발 회의 : 산업체인사 심 교육과정 심

의회의)하 다. 산업체의 요구분석을 해 부

동산 련 업체에 면담지를 통한 조사와 교육과

정 개발 원에 한 심층조사를 2013년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인터넷 설

문과 개별 면담을 실시하 고, 추가 으로 11

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보완하 다. 산업체 응

답자는 총103명으로 분야와 비 은 시행분야

(부동산개발회사) 31명, 시공분야(건설회사) 

27명, 융분야(은행  증권사) 18명, 신탁 

 리츠분야 15명, 평가분야(감정평가  투자

자문) 12명으로 구성되었며, 시행과 시공분야

의 비 이 50% 이상이었다. 부동산학과 출신 

신입사원으로 요구되는 기  직업능력의 요

도는 거의 모든 역에서 보통이상으로 요하

다고 응답하 다. 한 학생(재학생  졸업

생)의 요구분석을 해 앞서 산업체조사와 동

일한 일정으로 설문을 진행하 다. 학생응답자

는 총 120명으로 재학생 63명과 졸업생 57명

으로 거의 비슷한 비 으로 집계되었다. 설문

응답에 앞서 부동산학과를 선택한 이유를 물어

보았는데, 본인의 성반 (31.3%)과 부모님 

 주변지인(선생님 포함)들의 추천(31.3%)

의 비 이 62.6%로 높았으며, 기타의 응

답의 비 도 31.3%로 나타났는데, 주된 이유

는 학과에 한 호기심이었다. 이는 향후 부동

산학과에 한 학생유치 략으로 인근  통학

권 범 내의 고등학교를 선별하여 학생들에게 

부동산학과에 한 공 소개 등에 한 홍보계

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산업체 응답에 

응하여 학생들에게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요

하게 생각하는 직업능력을 물은 결과, 인성  

성실성(62.5%)과 공실무능력( 공이해도) 

37.5%로 두 직무분야에 편 되게 조사되었

다. 이는 산업체와 유사한 결과로 인성  성실

성의 직무능력은 산업체 문항의 직업윤리와 비

슷한 내용으로 산업체의 직업능력 요도와 학

생들이 생각하는 직업능력의 요도 비 과 개

별 항목의 인식 정도는 상호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보인다. 한 재학생들만 상으로 졸업 후

의 취업 희망분야에 한 응답결과는 부동산

융(은행  투자기 )분야가 43.7%, 부동산

개분야가 31.3% 그리고 부동산감정평가분야가 

18.7%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융과 개

분야가 비율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향후에 이들 분야의 교과목 비 을 

강화하여야한다. 희망분야로의 취업을 한 기

능력 요도는 업무이해도와 자기 리능력에 

한 보통 이상 응답에 한 비율 93.8%

로 가장 높게 제시되었으며, 앞서의 산업체 설

문의 업무이해도 능력의 비 과도 일 되게 나

타났다. 졸업 후의 진로 목표를 이루기 해 

학생활 동안 비해야 할 분야로 학 리

(29.4%), 공 자격증 취득(25.5%),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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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직업군 1차분류 2차분류 3차분류

부동산 기획, 

공통, 개, 

리, 융 

 투자, 

개발

부동산기획 부동산조사 부동산개발계획

부동산공통 부동산 매, 

개

부동산 매

부동산 개 부동산 개

부동산 리
부동산포트

폴리오 리

부동산자산 리

부동산재산 리

부동산시설 리

부동산 융 

 투자

부동산

개발 융

부동산신탁, 보증

리츠, 펀드, 

간 투자상품

부동산개발
부동산

시장분석

부동산컨설

용지조사

<표 2> 부동산업의 직종분류

구      분 배
부동산

기획

부동산

공통

부동산

개

부동산

리

부동산

융  

투자

부동산

개발

(1) 산업체, 지역사회 인력수요도 15 9 13 13 12 14 13

  •해당산업의 인력수요의 미래 망과 비

(노동부 Work net 내용, 면담지 5번과 6번)
5 3 5 5 4 4 4

  •신입사원 채용시 공일치도에 한 요도(면담지 6번과 7번) 5 3 4 4 4 5 5

  •향후 해당직무에 한 채용 가능성(면담지 5번) 5 3 4 4 4 5 4

(2) 학과 졸업생의 3년간 취업처 황 (순 별1~5 ) 15 0 5 6 4 5 5

  •2013년 졸업자 (학과별 취업통계) 5 - 2 3 - 2 2

  •2012년 졸업자 (학과별 취업통계) 5 - 1 0 4 1 2

  •2011년 졸업자 (학과별 취업통계) 5 - 2 3 - 2 1

(3) 본교 교육여건과의 연계성 15 9 12 10 9 8 9

  •학과의 장기 발 계획과의 연계성 5 3 4 3 3 4 3

  •강의․실습실의 공간 면   시설은 해당 직무능력 성취를 

한 수업에 합한가?
5 3 4 3 3 2 4

  •강의․실습실의 기자재 구비  활용은 해당 직무능력 성취를 

한 수업에 합한가?
5 3 4 4 3 2 2

(4) 학생 선호도 10 5 9 10 10 9 10

  •재학생의 해당직무 선호도(재학생 설문조사) 10 4 7 8 8 7 8

합   계 55 23 39 39 35 36 37

   정 불 정 핵심직무로 정

<표 3> 부동산업의 직종분류

활용능력(13.7%), 인성  교육(11.8%), 

어학실력(7.8%), 사활동(5.9%), 경진 회 

 공모  출 (2.0%)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4) 2단계 : 요구분석에 따른 핵심

직무분류

직종분류는 노동부 워크넷을 참조한 해당

산업분석과 련 실정법인 부동산업법  문

가의 논의를 통해 부동산공통, 개, 리, 융 

 투자, 개발을 주요 직업군으로 선정하 다. 

먼 , 1차 분류로 부동산기획, 부동산공통, 부

동산 개, 부동산 리, 부동산 융  투자, 부

동산개발의 상  6가지로 분류하 다. 한 2

차 분류로 부동산조사, 부동산기획, 부동산

매, 개로 부동산PM은 부동산 AM과 부동산

FM으로 분류되며, 부동산 융  투자는 부동

산개발 융의 2차 분류와 부동산신탁과 리츠의 

하 분류로 구분하 다. 그리고 부동산개발은 

부동산기획의 2차 분류와 부동산컨설 과 용지

조사의 하 분류로 구분하 다. 부동산 련 산

업체의 인력수 의 실은 학에서의 공자

의 선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문 학의 특

성상 공심화교육의 깊이 보다는 국가공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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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증(공인 개사, 주택 리사, 감정평가사 등)

이나 민간자격증(한국임 리사, 부동산투자

분석사, 부동산공․경매사, 빌딩 리사 등) 소

지자를 우 하는 성향이 있다. 한 부동산업종

의 특성에 따라 문분야의 폭이 다양한데,  

역의 부동산실무능력을 교육과정에 반 하기

가 쉽지 않은 실이다. 이는 국내의 어느 학

도 부동산업종의  역을 교육하기에는 실

인 어려움이 있다고 단한다. 이러한 실

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학의 연구 범

를 바탕으로 부동산 개  평가, 융  투자, 

개발  컨설 의  역에 한 이론  교육과 

함께 실무지향의 교육과정을 체계 으로 만들

고 실행하 다. 한 시장의 수요와 학생수요의 

이 맞는 부동산 융  투자, 부동산개발

에 한 장에서의 기본소양교육과 실무기반

의 교육과정개발에 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

는 바이다. 이상의 부동산업의 직종으로부터 다

음과 같이 핵심직무를 선정하 다. 핵심직무는 

산업체, 지역사회 인력수요도, 학과 졸업생의 

3년간 취업 황, 학과 교육여건, 학생 선호도를 

심으로 해당 직무를 선정하고 면담  조사결

과, 황분석, 워크  등 문가 심층분석을 병

행하여 핵심직무를 정하 다. 먼 , 산업체, 

지역사회 인력수요도는 해당산업 인력수요의 

미래 망과 비 , 채용 시 신입사원의 공일치

도 평가, 향후 해당직무에 한 채용 가능성을 

심으로 평가하 다. 해당산업은 노동부 워크

넷을 기 으로 하 고, 산업체조사 면담지 5번 

결과와 문가 진단을 통해 핵심직무를 선정한 

결과 총 5   부동산공통, 부동산 개가 5 , 

부동산 리․ 융투자․개발이 4  그리고 부

동산기획이 3 으로 제시되었다. 공일치도

에 해서는 산업체면담지 6번과 7번  문가 

진단으로 선정하 는데, 부동산 융  투자와 

개발이 5  그리고 부동산공통․ 개․ 리가 

4 , 부동산기획은 3 으로 제시되었다. 마지

막으로 해당직무 채용가능성은 면담지 5번과 

문가 진단으로 선정하 는데, 부동산 융  

투자가 5 , 부동산공통․ 개․ 리개발이 4

이며, 부동산기획은 3 으로 나타났다. 총

으로 인력수요도를 심으로 한 핵심직무는 

부동산 융  투자가 15  만 에 14 , 부동

산공통․ 개․개발이 13 , 부동산 리가 12

으로 선정되었다. 졸업생 취업처 황조사는 

최근 3년을 기 (2011년~2013년 재)으로 

매년 5  씩 총 15  만 으로 학과 취업통계를 

분석한 결과, 주로 50% 이상이 부동산 개가 

높았으며 이의 총 은 6  그리고 부동산공통, 

융  투자, 개발의 직무로 취업하여 총  5

으로 제시되었다. 그 다음은 부동산 리 4 , 

부동산기획 0 으로 제시됨에 따라 향후 교육

과정 개발을 통하여 가장 높은 핵심직무 분야로

의 교과과정이 더욱 보강되어야 한다. 핵심직무

를 교육할 수 있는 학여건에 한 평가로 학부

의 장기 발 계획과의 연계성, 강의실․실습

실의 여건, 교육기자재 여건 등을 진단하 다. 

학과의 교육여건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학

교의 장기 발 계획의 연계성과 함께 발 하

고 있으며, 강의실  실습실의 공간  기자재 

평가에서는 3개의 강의실과 1개 실습실로 핵심

직무 교육에 보통 이상의 평가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생 선호도는 재학생의 해당직무 

선호도에 한 설문조사 결과와 문가의 진단

으로 평가하 는데, 10  만 에 부동산 개, 

리, 개발이 각각 10  그리고 부동산공통, 

융  투자가 각각 9 으로 평가되었고, 부동산

기획은 제일 낮은 5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

생선호도 평가에서도 핵심직무로 부동산공통, 

개, 리, 융  투자, 개발로 도출하 다.

Ⅳ. 연구결과

1. 직무정의  모형 도출

1) 직무의 정의

앞서 도출한 핵심직무인 부동산공통, 부동

산 개, 부동산 리, 부동산 융  투자,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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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Job)

책무

(Duty)
작업(Task)

부동산

공통

A.

부동산

일반 

기획

A1.부동산재화 특성이해

A2.부동산의 법  기 이해

A3.부동산의 기술  기 이해

A4.부동산의 투자․ 융분석 기  이해

A5.부동산의 평가방법 기 이해

A6.부동산의 거래기 이해

A7.취업능력 함양

부동산

개

B

부동산

계약

B1.물권  채권법 기 이해

B2. 개업의 특징과 제도이해

B3.부동산평가  가격책정 실무 이해

B4.계약서 작성실무 이해

B5. 개사무소 개설등록 이해

B6.부동산거래신고  세제실무 이해

B7. 공외국어  한자능력함양

부동산

리

C 

부동산 

운

C1.부동산 리의 제 측면 이해

C2.시설 리(FM) 이해

C3.부동산 리(PM) 이해

C4.자산 리(AM)이해

부동산

융  

투자

D

부동산

의사 

결정

D1. 융  투자이론 기 이해

D2.부동산개발 융의 법  특징 이해

D3.주거용부동산 융․투자 이해

D4.상업용부동산 융․투자 이해

D5. 로젝트 이낸싱  리츠 이해

D6.부동산 융  투자자문 작성실무 이해

부동산

개발

E

부동산

공

E1.부동산시장분석 기  이해

E2.토지개발 단계별 차 이해

E3.부동산부지․건축․개발분석 이해

E4.토지이용규제체계  개발계획법제이해

E5.부동산마  략수립 이해

E6.토지  주택정책 이해

<표 5> 직무모형에 따른 작업분류

산개발에 한 직무에 한 역할을 다음과 같다. 

먼 , 부동산공통의 역할은 부동산비즈니스에 핵

심 으로 요구되는 부동산거래약정을 한 포

인 업무의 범 로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 기

술  상담, 부동산거래상담 등 공통 으로 수행

되는 업무로 정의하 다. 부동산 개의 역할은 

부동산매매 방을 리하여 수수료를 받고 건

물, 지, 가옥, 아 트 등 부동산의 매매  임

․교환을 알선․ 개하며, 지가시세와 부동산

에 한 정보를 수집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매

매가격을 조정하고 계약하는 업무로 정의하 다. 

부동산 리의 역할은 부동산사업체의 운 에 필

요한 물리 인 각종 행정업무를 총 하며, 투자

자의 부동산에 한 Property Management, 

Asset Management, Facility Management 

등의 업무로 정의하 다. 부동산 융  투자의 

역할은 부동산개발에 소요되는 자 조달에 한 

계획을 한 주식  채권보고서, 경제 측, 거래

량, 융잡지, 회사재무제표  기타 융․재무

보고서와 출 물을 이용하여 부동산자 조달과 

투자정보를 분석하고 이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로 정의하 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개발의 역

할은 택지조성, 건물의 신축, 환경부 응 건물의 

용도변경, 락단지 개발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처분단계까지  과정을 리하는 

업무로 정의하 다. 이상의 5개 핵심직무와 련

된 주요 취업처는 <표 4>와 같다.

직무 주요 취업처

부동산

공통

부동산 개업체, 자산 리업체, 부동산연구소

※ 련 자격증:부동산자산 리사, 공인 개사, 감정평

가사, 한국임 리사

부동산

개

부동산 개업체, 개사무소 창업

※ 련 자격증: 공인 개사

부동산

리

부동산자산 리업체

※ 련 자격증:한국임 리사, 빌딩 리사, 자산 리

사, 주택 리사

부동산

융  

투자

은행, 증권사, 투자자문사, 부동산투자신탁사, 부동산리

츠회사

※ 련 자격증: 부동산투자분석사, 자산 리사, CPM 

부동산

개발

부동산개발회사(시행사), 부동산컨설 회

※ 련 자격증: 부동산개발 문인력 등록

<표 4> 핵심직무와 련된 주요 취업처

2) 직무모형에 따른 책무(Duty)

설정  작업(Task)분류

5개 직무로 부동산공통, 부동산 개, 부동

산 리, 부동산 융  투자, 부동산개발로 구성

되었다. 각 직무별 책무로 부동산공통에서는 부

동산 일반기획의 7개 Task로 부동산 개에서는 

부동산계약의 7개 Task로 부동산 리에서는 부

동산운 의 4개 Task로 부동산 융  투자에

서는 부동산의사결정의 6개 Task로 마지막 부

동산개발에서는 부동산공 의 6개 Task로 분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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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모형 검증  K.S.T 도출

1) 직무모형 검증

교육과정 개발단계에서는 산업체에서 요

구하는 문 인력을 효과 이고 효율 으로 양

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안을 작성해야한다. 교

육과정안은 계획단계에서 도출한 Task를 기반

으로 요도와 필요도를 조사하 다. Task별 

요도와 필요도 조사는 설문지에 의하여 이미 

추출된 Task들에 하여 직무의 요도와 교

육의 필요도를 산정한 결과, 5.0 이상의 Key 

Task는 17개로 추출되었다.

2) Task/Skill Matrix

Task/Skill Matrix를 작성하기 하여 

Task의 요도와 교육의 필요도가 각각 5.0이

상인 Task만을 선정하여 작업(Task)과 책무

(Duty)로 도출된 직무모형상의 작업에 필요한 

지식(K), 기능(S), 도구(T)들을 DACUM

원회 문가와의 5차례에 걸친 의를 통하여 

부동산 분야 K,S,T와 교과내용을 도출하 다.

3) Key Task별 교과목 도출

앞서의 과정을 통하여 지식(K), 기능(S), 

도구(T)에 의해 도출된 공 교과목들은 <표 

6>과 <표 7>과 같다.

Ⅴ. 결 론

1. 연구의 요약  의의

이 연구는 부동산 산업분야에 하여 

DACUM기법을 용하여 교육과정을 도출하

고, 그 결과 5개 직무로 부동산공통, 부동산

개, 부동산 리, 부동산 융  투자, 부동산

개발로 구성하 다. 각 직무별 책무로 부동산

공통에서는 부동산 일반기획의 7개 Task로 부

동산 개에서는 부동산계약의 7개 Task로 부

동산 리에서는 부동산운 의 4개 Task로 부

동산 융  투자에서는 부동산의사결정의 6

개 Task로 마지막 부동산개발에서는 부동산공

의 6개 Task로 분류되었다. Task/Skill 

Matrix를 작성한 후 지식(K), 기능(S), 도구

(T)에 의해 공 교과목을 도출하 다. 이 연

구는 인구구조의 격한 변화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특성화 학 육성이라는 정부

의 처방  교육정책의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로벌 융 기 이후 산업체에서는 이

론과 장기술을 겸비한 실무 심의 인력을 요

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실

용 심의 문인력을 배양하는 교육목표에 맞

추어 직무기술서와 작업명세서를 성하여, 교

육과정 개발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 다.

2. 연구의 한계  향후과제

이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과정은 행 교육

과정으로 용함에 따라 향후 2년 후의 교육과

정에 한 산업체  졸업생 만족도를 조사하

고, 이에 따른 최종 인 취업률에 한 사후조

사가 필요하다. 더불어 변하는 부동산 산업 

환경에 맞추어 재 진행 인 국가직무능력표

(NCS)과의 연계방안을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재 NCS에서의 부동산 직무 련 개발

황은 분류인 03. 융․보험과 10. 업

매로 분류되는데 이는 업종세분화를 해 2개 

분류로 구성되었다. 특히 소분류와 세분류에

서는 시 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직업군과 

개발계획 등 업과 괴리되어있다는 지 이 많

다. 따라서 앞서 제안한 5개 직무의 7개 Task

는 업을 바탕으로 구성하 기에 이를 NCS 

세분류에 용할 수 있는 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 부동산 분야의 실무자

들이 요구하는 교육 로그램을 정확히 숙지하

고 이를 용할 수 있는 탄력 인 운 방안과 

함께 실무 합도를 제고하기 한 일정주기의 

교육과정 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련 K, S, T 교과목 련 K, S, T 교과목

-부동산 투자  융에 한 재무  기 교육(K), 유동성, 
수익성, 버리지 효과(K), 감정평가의 원칙(K), 소득
근법, 시장 근법, 비용 근법의 이해(K), 최유효이용의 
개념(K), 부동산 상과 국가정책에 한 부동산법의 이해
(K), 토지소유권의 이해(K), 엑셀을 통한 PV, FV, NPV, 
IRR, Cash-Flow계산(S), 부동산평가 3방식에 한 사
례 용을 통한 평가액 산정(S), 3방식 6방법에 한 한자
가독성(S), 최근의 부동산 상과 정부정책에 한 법률해
석과 법의 분석기법(S), 토지소유권을 통한 부동산매매사
례특징분석(S)

- 엑셀S/W(T), 재무계산기(T), 부동산평가S/W(T),토지
자료(T)

부동산
학개론
(I,II)

- 부동산 상과 국가정책에 한 부동산법의 이해(K)
-토지소유권의 이해(K), 부동산개발의 단계별 특징  주요
원칙 이해(K), 부지  건축분석의 이해(K)

-최근의 부동산 상과 정부정책에 한 법률해석과 법의 분석
기법(S), 토지소유권을 통한 부동산매매사례특징분석(S)

- 부동산개발단계별 투자분석법(S)
- 제1 근법과 제2 근법 PGI, EGI계산법(S)
-토지제도 자료(T), 부동산개발사례집(T), 경제신문(T)

부동산
공법

- 부동산 투자  융에 한 재무  기 교육(K)
- 유동성, 수익성, 버리지 효과(K)
- 수익부동산에 한 융(K)
- 부동산개발 융,자본시장과 증권 이해(K)
-엑셀을 통한 PV, FV, NPV, IRR, Cash-Flow계산(S)
-수익부동산의 융기법(S), 엑셀S/W(T), 재무계산기(T)

재무 리

- 이력서 작성법(K), 자기소개서 작성법(K)
- 면 이미지메이킹  스피치기법(K)
-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을 한 공 한자이해(K)
- 세부 공교과 어  한자용어 이해(K)
- 문  한자이력서 작성(S), 자기소개서 작성(S)
- 어스피치 발표(S), 공용어 어  한자작성(S)
- 부동산용어사 (T), 한자사 (T)

공
외국어
(I,II)

- 이력서 작성법(K), 자기소개서 작성법(K)
- 면 이미지메이킹  스피치기법(K)
- 부동산포트폴리오 리  리스크 이해(K)
- 투자안 결정  타당성분석 이해(K)
- 문  한자이력서 작성(S), 자기소개서 작성(S)
- 어스피치 발표(S), 투자안 작성  리스크 분석(S)
- 투자안 의사결정기법(S), 한 S/W(T)
- 워드S/W(T), 엑셀S/W(T), 워포인트S/W(T)

산실무
(I,II)

- 이력서 작성법(K), 자기소개서 작성법(K)
- 면 이미지메이킹  스피치기법(K)
- 문  한자이력서 작성(S), 자기소개서 작성(S)
- 어스피치 발표(S), 한 S/W(T), 워드S/W(T), 엑셀
S/W(T)

- 워포인트S/W(T)

취업진로
멘토링

-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을 한 공 한자이해(K)
- 세부 공교과 어  한자용어 이해(K)
- 공용어 어  한자작성(S), 부동산용어사 (T)

공한자

- 부동산 리의 기술․경 ․법  특징 이해(K)
- 수익목표  자본 ․수익  지출계획(K)
- 부동산포트폴리오 리  리스크 이해(K)
- 투자안 결정  타당성분석 이해(K), 산계획작성(S)
-임 차 Cash-Flow계산(S), 투자안 작성  리스크 분석(S)
- 투자안 의사결정기법(S),엑셀S/W(T), 재무계산기(T)

부동산
리론

- 부동산PF의 개념  특징(K), PF사업구조  국내외 
사례(K), 리츠(REITs)의 개념  구조(K)

-부동산PF사업의 1,2,3섹터 비교분석(S), 사업참여자별 
특징비교(S), 부동산개발사례집(T), 경제신문(T)

부동산
경제학

-부동산 개업의 개념과 국내․외 거래 련 법 특징비교 
(K), 부동산세무의 개념과 지방세의 이해(K)

-부동산마 의 활동계획과 산수립(K), 마  믹스
략의 이해(K), 부동산상품별 분양계획  략수립(K)

- 국내․외 부동산거래 련 주요특징 분석과 개계약서 
작성법(S), 소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 증여세 계산법(S), 마 기획안 작성법(S)

- 부동산상품 유형별 마  기법의 용(S)
- 개업법령(T),엑셀S/W(T), 부동산마 사례집(T)

부동산
개  

컨설  
실무

-감정평가의 원칙(K), 소득 근법, 시장 근법, 비용 근
법 이해(K), 최유효이용의 개념(K)

-부동산평가 3방식에 한 사례 용을 통한 평가액 산정(S)
- 3방식 6방법에 한 한자가독성(S), 부동산평가S/W(T)

부동산
평가론

-부동산 리의 기술․경 ․법  특징 이해(K), 수익목표 
 자본 ․수익  지출계획(K), 산계획작성(S), 임

차 Cash- Flow계산(S),엑셀S/W(T), 재무계산기(T)

경 학
원론

- 부동산 투자  융에 한 재무  기 교육(K)
- 유동성, 수익성, 버리지 효과(K)
-엑셀을 통한 PV, FV, NPV, IRR, Cash-Flow계산(S)
- 엑셀S/W(T), 재무계산기(T)

부동산
회계론

-부동산개발의 단계별 특징  주요원칙 이해(K), 부지  
건축분석의 이해(K), 부동산마 의 활동계획과 산수
립(K), 마  믹스 략의 이해(K), 부동산상품별 분양계
획  략수립(K), 부동산개발단계별 투자분석법(S)

-제1 근법과 제2 근법 PGI, EGI계산법(S), 마 기
획안 작성법(S), 부동산상품 유형별 마  기법의 용
(S), 부동산개발사례집(T), 경제신문(T), 부동산마
사례집(T)

도시
계획론

-부동산 개업의 개념과 국내외 거래 련 법  특징비교(K)
- 부동산세무의 개념과 지방세의 이해(K)
-국내외 부동산거래 련 주요특징 분석과 개계약서 작성
법(S), 소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 
증여세 계산법(S), 개업법령(T)

부동산
공시  
세무실무

-시장과 정책의 이해(K), 부동산가격결정모형의 이해(K)
- 토지이용규제의 이해와 토지  주택시장 망(K)
-일반 수요공 모형과 부동산의 특수성을 포함한 수요공
모형의 차이분석(S), 행 제한 규제  공 규제의 효과분
석(S), 경제신문(T)

부동산
정책론

<표 6> 련 K,S,T에 의한 교과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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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K, S, T 교과목 련 K, S, T 교과목

-부동산 상과 국가정책에 한 부동산법의 이해(K), 토지

소유권의 이해(K), 민법총칙 사법 주요개념(K), 물권법 

 채권법의 주요특징(K),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주요특징

(K), 최근의 부동산 상과 정부정책에 한 법률해석과 

법의 분석기법(S), 토지소유권을 통한 부동산매매사례특징

분석(S), 민법총칙의 조문해석  주요용어 습득(S), 용익 

 담보물권의 례분석(S), 토지제도 자료(T), 례집(T)

부동산

사법

(I,II)

-민법총칙 사법 주요개념(K), 물권법  채권법의 주요특징

(K),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주요특징(K), 부동산 개업

의 개념과 국내․외 거래 련 법 특징비교(K), 부동산세

무의 개념과 지방세의 이해(K), 민법총칙의 조문해석  

주요용어 습득(S), 용익  담보물권의 례분석(S), 국내

외 부동산거래 련 주요특징 분석과 개계약서 작성법

(S), 소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 

증여세 계산법(S), 례집(T), 개업법령(T)

부동산

경매실무

-부동산개발의 단계별 특징  주요원칙 이해(K), 부지  

건축분석의 이해(K), 부동산개발단계별 투자분석법(S)

-제1 근법과 제2 근법 PGI, EGI계산법(S), 부동산개

발사례집(T), 경제신문(T)

장

실습

- 부동산개발의 단계별 특징  주요원칙 이해(K)

-부지  건축분석의 이해(K), 부동산시장분석의 개념이해

(K), 타당성분석, 지역경제분석, 시장분석 등의 비교(K)

-상권의 설정  분석개념이해(K), 부동산개발단계별 투자 

분석법(S), 제1 근법과 제2 근법 PGI, EGI계산법(S)

- 시장분석 보고서 작성법(S), 상권분석기법의 용(S)

-부동산개발사례집(T), 경제신문(T), 엑셀S/W(T), 타당

성분석 S/W(T)

부동산

개발론

-부동산마 의 활동계획과 산수립(K), 마  믹스

략의 이해(K), 부동산상품별 분양계획  략수립(K)

-마 기획안 작성법(S), 부동산상품 유형별 마  기법

의 용(S), 부동산마 사례집(T)

부동산

마 론

-수익부동산에 한 융(K), 부동산개발 융, 자본시장

과 증권 이해(K), 주택융자의 개념  특징(K)

- 당 출방식의 개념  특징(K), 수익부동산의 평가  

투자분석(K), 국내 오피스시장의 이해(K), 부동산PF의 

개념  특징(K), PF사업구조  국내․외 사례(K)

-리츠(REITs)의 개념  구조(K), 수익부동산의 융기법(S)

-고정  변동 리 당 출방식 계산법(S), 상업용 부동산 

흐름분석(S), 오피스빌딩의 자본환원율, 공실률 계산

법(S), 부동산PF사업의 1,2,3섹터 비교분석(S), 사업참

여자별 특징비교(S), 엑셀S/W(T), 재무계산기(T), 부

동산개발사례집(T), 경제신문(T)

부동산

융  

투자론

<표 7> 련 K,S,T에 의한 교과목 도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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