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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New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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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us
guide you
21세기는 세계화라는 통합의 과정과 전문화라는 분산의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변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인 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참신하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젊은 감
정평가사들과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갖춘 중견 감정평가사들이 모여 ㈜
가람감정평가법인, 케이앤알컨설팅부동산중개법인㈜, 국민토지보상㈜
를 만들었습니다.

advice you can
rely on
21세기, 세계화 시대
최고의 전문화된 능력으로 믿음과 신뢰의
가치평가를 약속 드립니다.
가람의 감정평가는 이해관계의 조정과 협상과정에서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감정평가의 선진화를 주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복지향상에 이바
지하겠습니다.

감정평가 모든 서비스를 종합화
하여 보다 신속하게, 보다 정확하
게,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나가
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이
고 있습니다.

우리법인은 기존의 감정평가업무는 물론이고 부동산 투자자문, 개발 타
당성 분석, 기업가치 및 부동산 증권화에 수반된 평가 등을 수행 할 수 있
는 해당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 토지보상전문가들로 이
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가람감
정평가연구원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세
무사, 건축사 등의 전문자격자와 학계의 저명한 교수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금융기관 및 부동산 회사들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법인은 1사1촌 자매결연 등 영업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사
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생각이며, 우리 법인 만이 가지고 있는 방
대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식과 정보화 사
회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항상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며, 맡은 분야에서 최고를 목
표로 매진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로서의 양식과 소신을 가지고 열
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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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주)동국감정평가법인 설립
- (구)지가공시법 설립인가 1호

making
a difference
가람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의 전문성 제고와 새로
운 업무영역의 개척 및 감정평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
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2000 (주)가람감정평가법인 설립
2001 국민토지보상(주) 설립
2004 IOS9001 품질경영체제 인증 획득
2005 (주)가람감정평가법입과
(주)다우감정평가법인 합병
2007 (주)가람감정평가법입과
(주)동국감정평가법인 합병
건설교통부 지정 우수감정평가법인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로의 도약
가람감정평가법인은 다양하고 편리한 부동산 관련 전반의 서비스를 고객
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종합서비스회사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1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2013 케이앤알컨설팅부동산중개법인(주) 설립

IT, 금융과의 융합 및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
감정평가 등 부동산 서비스가 고객에게 편리한 종합 부동산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IT, 금융 등과 융
합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로 도약
하기 위한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경영과 고객만족 강화
가치와 사람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하여 고객가치 경영을 추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
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
겠습니다.

전문성 강화 및 글로벌 인재 육성
감정평가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
육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치와 사람,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회사, 사회와 함께하는 회사
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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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감정평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한
감정평가

a new
standard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협의 취득을 위한 감정평가
»»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 공공사업의 수익성분석과 권리변환, 조정에 관한 조사
»» 관계법령에 의해 조성된 주거용지, 공공용지, 관광용지 등
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가람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비스는 공정한 감정평
가를 중심으로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공정가치평
가는 물론, 재개발·재건축 컨설팅, 개발사업 컨설팅,
부동산 시장 지역분석 등 부동산 관련 다양한 서비스
를 제공하여 고객의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데 기여합
니다.

»»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매
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산정 및 개발비용의 검토/산정
»» 법원에 계류중인 경매, 민/형사 및 행정소송 등을 위한 감
정평가
»» 사립학교 등 학교법인의 수익재산 감정평가
»» 사립학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법률에 의한 자산매
입/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
»» 정부 및 공공기관 자산의 매각/양도/교환/대여/취득/임대
료 등 공정가치 감정평가
»» 부동산투자회사(Reits)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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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산 추정 및 측정을 위한 감정평가
- 기업 합병 및 분할시 주식가치 및 영업권평가
- 기업 청산, 해산시 청산가치 평가
- 사업부분 매각시 유형자산 및 영업권평가
-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공정가액 감정평가
- 기업공개(IPO)를 위한 기업가치 감정평가
- 계열사간 유무형자산 임대료 및 사용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영업 및 자산 양수도시 유형자산 감정평가

기업가치 감정평가
기업의 의사결정 및 전략수립을 위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평가

»»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감정평가
- 회사설립 및 신주발행을 위한 현물출자
-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른 유형자산 자산재평가
- 법인 전환시 소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 담보를 위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 투자재산에 대한 정기적인 공정가액 감정평가

»» 기업의 가치창출을 위한 자산 평가
- 기업 유휴자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석 및 평가
다양한 공정가치평가 경험을 두
루 갖춘 감정평가사 및 관련 전문
가가 풍부한 시장자료 자료를 엄
선하여 공정가치체계에 준거하여
평가합니다.

- 세무, 조세 이슈에 대한 자산 평가
- 사업투자를 위한 타당성 평가
- 신규시장 진입을 위한 투자환경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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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 감정평가
- 종전자산/종후자산 감정평가
- 국공유재산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 기반시설의 무상 양수도를 위한 감정평가
-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 현금청산, 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
-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위한 감정평가
- 상가분양가격 산정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한
감정평가

»» 가람의 전문적인 업무수행과 지원 서비스
-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한 인허가 지원
- 기초단계에서의 추가분담금 예정 추정
- 과학적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 관리처분계획수립 등 관련 업무의 지원
- 조합원 이의신청 등에 대한 답변 및 처리 서비스
- 부가가치세 절세 대응 방안 컨설팅
- 토지분 법인세액 비용 컨설팅
- 추가분담금 및 일반분양 등 담보대출 금융기관과의 연계

소중한 자산을 공정하게 평가하
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조정하여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
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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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및 부동산 PF 관련 감정평가
-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등 금융기관의 대출관련 담보감정평가
- 기업체의 대리점 개설 및 관리를 위한 담보감정평가
- 부동산개발 및 임대사업 등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업무
- 개발사업 초기자금 대출을 위한 브릿지론 관련 감정평가
- PF실행을 위한 각종 감정평가 및 컨설팅
- 금융 펀드 자산 감정평가

담보 감정평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과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위한
감정평가

»» 가람만의 차별화된 입체적인 서비스 제공
- 폭넓은 시장환경 분석에 기초한 PF 대출 등 개발사업 관련 담보평가
- 데이터에 기반한 신속 정확한 탁상 자문
- 인허가, 관련 법률 고려한 정확한 담보 가치 추정
- 철저하고 완벽한 담보물 임대차 조사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담보물 가치 관리
- 철저한 조사와 평가방법에 기반한 특수부동산 담보 가치 평가
- 공장재단, 선박, 대규모 기계 등에 대한 완벽한 평가 매뉴얼 교육
- 신뢰와 경험에 기반한 고도의 전문적인 심사위원회 운영
- 동산 및 채권 등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에 의한 담보평가
- 다양한 담보물에 따른 전문 감정평가사 조직 구성
객관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안정
적인 금융시장 형성에 이바지하
고 새로운 평가기법 개발 등을 통
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습
니다.

- 지역 이슈의 빠른 업데이트를 통한 지역 업무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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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ervices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가치추계가 국가경제 및 올바른 의사결정에 가장 기본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산관리 서비스
의 최고 전문가가 고객과 함께 합니다. 법적, 경제적, 그리고 각종 제도 등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을 분석하
여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고객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감정평가, 자산관리, 투자자
문, 개발컨설팅, 무형자산평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하여 보다 신속하게, 보다 정확하게, 고객의 요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creating
success
무형자산 감정평가

조세 관련 감정평가

- 초과이익 등의 영업권 감정평가

- 국세/지방세 부과기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 상속세 및 증여세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에 대한 감정평가
- 권리와 관련한 인허가권, 등록권, 계약권, 프랜차이즈
등에 대한 감정평가

- 이민수속 등을 위한 재산 감정평가
-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부가가치세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

-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 일조권 감정평가

특수분야 감정평가

부동산 시장조사 및 분석

- 반도체, 제조업 등 특수기계/도입기계 감정평가

-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에 관한 조사

- 상선, 어선, 외항선, 내항선 등 선박 감정평가

- 부동산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

- 항공기, 건설기계 등의 감정평가

- 부동산 입지선정에 관한 조사

- 오염 부동산 가치추정 및 감정평가

- 부동산 투자분석, 개발사업 등의 타당성 조사

- 건축물 하자감정 및 보수비 산정 감정평가

- 지가수준에 관한 조사

- 원자력 발전소 등 특수시설 감정평가

자체 관리되는 풍부한 정보, 전문화된 분석기술과 축
적된 감정평가의 노하우를 통해 소중한 자산의 공정
한 가치평가를 실현합니다. 25년 전통의 가람감정평
가법인이 고객의 자산가치를 지켜드리는 최고의 파
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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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앤알컨설팅부동산중개법인(주)
가람감정평가법인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동산 컨설팅을 하기 위해 케이앤알컨
설팅부동산중개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 개발사업

»» Hard asset

»» M&A

- PM

- 운영관리 컨설팅

- 계열사간 부동산매각

- NPL

- 원리금회수 분석

- 사업권 등 권리 매각

»» 원가관리

»» 자문/중개

- 개발부담금

- 매입매각 자문

- 비용분석

- 임대차 대행/중개

국민토지보상(주)
가람감정평가법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관련 용역
수행 등 개발사업 용지 확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
민토지보상을 설립하였습니다.
»» 보상사업 기본조사 및 사업시행관련 인·허가 업무
»»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사항 조사
»»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 손실보상금 산정 관리 업무 및 보상금 협의 업무
»» 수용재결신청 및 공탁 등 권원확보 업무
»»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

가람감정평가법인은 자회사와 더
불어 부동산종합서비스회사로 도
약하여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
바지하는 모범적인 감정평가법
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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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심사기준 및 제도
가람감정평가법인 심사규정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 가격의 적정성, 감정평가방법ㆍ평가자료의 여부, 금융
기관의 협약내용 및 협조사항의 준수여부, 적정가격 대비 안정성 및 환가성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조정하여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심사위원회
각 본ㆍ지사에서 모든 감정평가 물건에 대해 자체 심사를 하
며,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본사 심사위원회 심
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모든 감정평가서는 심사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발송 할 수 없습니다.

advice you can
count on
가람감정평가법인은 고객의 복잡하고
다양한 자산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가치평가 및 조언을 하기 위해 감정평
가 전담 사업본부 및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공평가사업본부

»» 기업가치사업본부

»» 도시정비사업본부

»» 법무금융사업본부

»» 특수평가사업본부

»» 미래전략사업본부

감정평가 감사제도
각 본ㆍ지사에서 발송된 감정평가서 및 업무관련 사항에 대하
여 매년 1회의 정기감사와 상시감사를 하고 있으며, 감독기관
또는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
우에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제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재산상의 손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제규정의 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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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 EVENT
1사 1촌 자매결연
가람감정평가법인은 2012년부터 마이산골 정보화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꾸준히 교류하
며 마을에서 생산된 오미자, 고추, 블루배리 등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network
가람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법인 중 최대규모이며 전문적이고 복잡한 감정평가 용역수행시 대규모 인재 풀을 활용하여 TF팀
및 지원팀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계사, 변호사 등 사외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AARAM Seminar

» 본사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64길 8-9, 4층(양재동,가람빌딩)

/ 02) 556-0048

가람감정평가법인은 최신 부동산 정책 이슈부터 향후 시장 전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
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식견과 안목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지사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4층(우만동)

/ 031) 273-8085

» 동부지사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51번길 10, 502호

/ 031) 707-5733

» 경인지사

/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71, C동 908호(계산동)

/ 032) 547-1551

- 북부지사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22, 6층

/ 031) 903-8844

- 부산경남지사 / 부산 동래구 금강공원로 2, 206호(온천동,온천장SK허브올리브) / 051) 556-3600

KSA9001, ISO9001 획득
KSA 9001, ISO9001을 획득하여 품질경영 시스템을 정착시켰습니다. 조직의 핵심프로
세스에 대한 역량집중을 통하여 성과를 개선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부응하여 고객만족
을 실현하겠습니다.

» 경남지사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북19길 1, 3층(산호동)

/ 055) 245-0054

- 강원지사

/ 강원 원주시 만대로21-1 401호(무실동, 매머드시티1차)

/ 033) 744-7794

- 대구지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 160, 3층(만촌동)

/ 053) 719-0251»

- 대구경북지사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25번길 12(상우빌딩 2층)

/ 054) 232-0251

» 충청지사

/ 충남 서산시 동서1로 237, 3층(예천동, 제이빌딩)

/ 041) 668-6888

» 호남지사

/ 전남 나주시 우정로 106, 604호 (빛가람동)

/ 061) 375-6540

» 중부지사

/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09, 505호(분평동)

/ 043) 716-0048

- 전북지사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곡5길 18, 3층(효자동3가. 이코빌딩)

/ 063) 285-9595

» 제주지사

/ 제주 제주시 도남로 117, 5층(도남동,울담빌딩)

/ 064) 757-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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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aram Appraisal co., ltd.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64길 8-9, 4층
(양재동, 가람빌딩) 0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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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 553 8998
Email

kaaram@kaara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