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부동산산업의날 기념 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동산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LIVE
2020. 11. 11(수) 14:00~17:00 Zoom 실시간 스트리밍
주 관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산업의날위원회ㆍ학술위원회
주최:

KREMA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후원:

프로그램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를 검색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GuElMIaGJE

대학원 세션 1

14:00~16:00

발표 및 토론

발표: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토지 이용 수요 변화에 대한 연구
이관용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구한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발표: 스마트안전ㆍ방재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구한민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김갑성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토론: 노승철 서울연구원 박사
발표: 도시철도의 개통과 역세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춘선을 중심으로
문상범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발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산정방식 비교에 관한 연구
-Thin market을 위한 반복매매 기법을 중심으로윤명탁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토론: 원재웅 경희대학교 교수

대학원 세션 2

14:00~16:00

발표 및 토론

발표: 권역별 특성에 따른 대규모 오피스 빌딩의 실질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요인
분석
장래석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과정
엄현포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과정
최창규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발표: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상업용지 등의 낙찰가율에 미치는 영향
조혜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석사과정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토론: 양영준 제주대학교 교수
발표: 실질 환율이 중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황 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장연연 x i'an University of Technology school of Eeconomics and Management;
assistant Professor

발표: 대형할인점의 임대차기간이 자본환원율에 미치는 영향
배상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류강민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
토론: 이진경 상지대학교 교수

https://www.youtube.com/channel/UCd5wbtU-bwA6ucfNlBP_cJg/

좌장 : 신종칠 건국대학교 교수

일반 세션

15:00~16:00

발표 및 토론

발표: 블
 록체인에 의한 부동산산업과 시장의 혁신에 관한 연구
경정익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토론: 조재우 한성대학교 교수
발표: 한
 국형 청년임대주택 정책의 성과와 확장성 모색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박사
장한익 한국주택금융공사 박사
토론: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

※ 대학원 세션과 일반 세션은 한시간 간격을 두고 진행됩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d5wbtU-bwA6ucfNlBP_cJg/

부동산산업의날 기념 세션

16:00~16:05

사회 : 이재순 부동산산업의날 위원장

개회사
이현석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

16:05~16:40

발표 및 토론

좌장: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발표: 임
 대차3법 시행에 따른 부동산시장 변화와 전망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발표: 코
 로나와 부동산 간접투자산업: 충격, 대응, 활용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
발표: 융
 복합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창업 사례
정문오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부장

16:40~17:00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