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I 한국 신임 회장에 복준호 대표 선출

ULI 한국이 ULI Asia Pacific 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고한 기반을 다질 계획

홍콩 (2019 년 10 월 4 일) – IGIS 자산운용의 복준호 대표가 전세계 부동산개발 및 토지이용의 리더십을
통해 살기좋은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미션을 실현하는 Urban Land Institute ( 글로벌도시부동산학회) 인
ULI 한국지부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ULI 아시아∙태평양 집행위원회 위원인 복준호대표는 부동산
개발 및 투자분야에서 광범위한 업계 전반의 리더십을 이끌 예정이다.
복대표는 델코리얼티그룹의 최민성회장에 이어 오는 10 월부터 향후 2 년간 한국 ULI Korea 를 위해
봉사하며 국내 성장을 이끈다. 복대표는 현재 IGIS 이지스 자사운용의 국내 상업용 및 주거용 부동산
개발부문 대표를 맞고 있으며, 이지스 합류 전에는 코람코자산신탁의 부사장을 역임 한 바 있다.
ULI 한국은 현재 7 개의 기업회원사를 포함, 약 90 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복대표는
2020 년말까지 약 2 배의 회원증강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ULI 한국지부에서는 지난 6 개월

기간 도시재생과 일자리창출, 부동산과 테크놀로지, 자본시장 및 글로벌 부동산 개발 트렌드 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국내 세미나 행사들을 개최하였고, 약 500 여명의 국내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오는 10 월에는 서울 세운상가지역 재생 관련하여 ULI 자문서비스 프로그램을 수행 할
예정이다.
"이 귀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며 한국의 모든 ULI 회원들을 대표하여 2013 년부터 ULI
한국의 성장에 이니셔티브를 이끌어 오신 최민성 회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말하며,
"저의 회장 임기 기간 동안 ULI 한국이 ULI Asia Pacific 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핵심목표를 표명했다.
“우리는 ULI Asia Pacific 글로벌 이사회의 의제로 승인된 공식적인 목표인 ULI Korea 의 성장을 통한 ULI
Asia Pacific 의 성장전략 실현을 위해, ULI 의 미션이 한국시장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이를 이끌고
신규 계획 을 실행하는데 복준호 대표가 ULI 한국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고
ULI Asia Pacific 니콜라스브룩 (Nicholas Brooke) 회장은 언급했다.
ULI Asia Pacific CEO 인 존 피츠제럴드 (John Fitzgerald)는 “ ULI 한국신임회장으로 복준호 대표를 매우
환영합니다. 민간 및 공공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광범위한 리더십을 통해 ULI 한국의 성장을 이끄는데
있어 복대표의 향후 역할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언급했다.
오는 10 월 18 일 ULI 한국 공식행사에서 복준호 대표의 공식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About the Urban Land Institute
The Urban Land Institute is a nonprofit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e supported by its members. Its mission is to
provide leadership in the responsible use of land and in creating and sustaining thriving communities worldwide.
Established in 1936, the institute has more than 45,000 members worldwide representing all aspects of land use and
development disciplines. For more information on ULI, please visit uli.org or follow us
on Twitter, Facebook, LinkedIn, and Instagram.
Across Asia Pacific, the Institute has more than 2,200 members, with a particularly strong presence in Australia,
China, Hong Kong, Japan, Korea, Philippines and Singapore. By building and sustaining a diverse network of local
experts in the region, the Institute is able to address the current and future challenges facing citi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To learn more or to become a member, please visit asia.ul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