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학위 프로그램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 위스콘신 메디슨대학교
복수학위 프로그램

1. 복수학위제 개요
본교 학위수여 규정 및 본교와 복수학위 수여 협정을 체결한 위스콘신 메디슨대의 학위수여
규정을 모두 충족시킨 학생에게 본교 부동산 석사 및 위스콘신 메디슨대(이하, 상대교) 부동산학
석사 학위를 각각 수여하는 프로그램

2. 파 견
1) 대상학교

-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 대상프로그램

- The Global Real Estate Master Program(GREM) 석사과정(MS)
3) 파견(수학) 기간

- 1학기
4) 예상 학업비용

- 1학기 총 Tuition 비용 약 $13,340(한화 1천 5백만원),
생활비 포함 전체 예상 소요 비용 : $24,869(한화 약 2천 7백만원)

3. 선 발
1) 선발인원

- 매년 0명(본교 및 상대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부동산학과 일반대학원, 부동산대학원)
2) 선발 및 파견일정

- 선발 : 8월 1일까지 신청서 제출
- 상대교 통보 및 입학허가 : 본교는 상대교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함. 상대교는 본교

파견학생들을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짐.
- 입학 : 익년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봄/가을입학

3) 선발기준
학업 및 영어성적 등을 참고하여 부동산대학원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 필요할 경우 면접을 실시함.

4. 지원자격
1) 석사 2학기 이상 수료자 및 연구과정 수료생
2) 본교에서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14학점 이상 수료한자

필수과목 : Finance(재무관리론)
Economics(부동산경제학으로 대체가능)
Accounting(부동산회계론으로 대체가능)
Commercial Real Estate Finance(상업용 부동산 금융론)



4) TOEFL iBT 100점 혹은(IELTs로 대체 가능)
5) GMAT(GRE로 대체가능)

5. 제출서류
1) 참여 신청서(부동산대학원 양식)
2) 학업성적표(영어, 한국어)
3) TOEFL(또는 IELTs) 성적표

* TOEFL/IELTs 성적은 신청서 제출 기점 2년 이내 성적표에 한함
4) GMAT(또는 GRE) 성적표
5) 학업계획서(영문)

* 학업계획서는 지원 동기, 졸업 후 계획,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 글로벌 부동산 프로그램 과정이 본인
에게 왜 적합한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함

6. 본교 등록, 상대교 학점인정 등
1) 상대교 성적은 평점에 산정되지 않고 본교 졸업이수 학점에만 포함됨.
2) 상대교에서 5개(15학점)의 필수과목과 2번의 현장학습을 이수하고 이는 본교 6학점으로 대체됨.
3) 상대교 수학기간 중 반드시 본교에도 등록하여야 함.

* 본교 학비감면 여부 및 그 비율은 예산사정에 따라 정함.

4) 졸업예정자는 본교 졸업 일정에 맞추어 학점인정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시 졸업사정에서 제
외 됨.
5) 본교 졸업을 위해 일반대학원생은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1) 이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복수학위제 운영을 위한 내규 및 본교와 상대교의 협정서에 따

름. 특히 상대교와의 협정서 원문은 복수학위제 내규 및 이 공고문에 우선하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협정서 원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하여야 함.

2) 상대교의 등록, 학점취득, 학위 수요에 관해 협정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상대교의 학칙에 따름.
3) 본교 학위수요에 대해서 협정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특수대학원 학칙의 준용 및 대학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4) 상담 및 질의응답 문의처

노승한 교수
연구실 : 해봉부동산학관 701호
오피스 : 02-450-0540
이메일 : shro@konku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