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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는 고객 여러분의 다양한 Needs 를 해결해드릴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입니다.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공헌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REATING VALUE
FOR ALL
나라감정평가법인은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최고의 전문성으로 고객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야의 다각화를 통해 One-Stop Total Solution을 제공하는
최고의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

RELIABLE
DECISION-MAKING
나라감정평가법인은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진하여
고객 여러분께서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기존 사업 분야를 넘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 여러분께 더 많은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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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인사말

임직원 인사말

고객에게 차원이 다른, 한발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로 도약하겠습니다
나라감정평가법인은 1991년 창업 이래 감정평가업계의 발전을 선도하는 Leading Company로서
묵묵히 그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Needs에 부응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더 큰 성장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넘어 부동산 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로 힘차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나라감정평가법인은 나라건설연구소, 나라리얼티플러스 중개법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 전문
분야의 관계 회사와 PCM, 개발비용 산정 등 특수 분야의 업무 영역 확대를 통해 고객 여러분에게 One-

Stop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차원이 다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나라감정평가법인은 날로 높아지는 해외 부동산에 대한 합리적 투자 지원 및 다양한 정보 수집을 위해

2004년도에 감정업계 최초로 나라 LA 현지법인(NARA LA Branch)을 설립하였으며 중국 CHINA
APPRAISAL ASSOCIATION OF REAL COUNSELING AND ADVISORY (BEIJING) CO., LTD.와
일본 大和不動産鑑定株式會社 등 아시아 권역 메이저 감정 평가 및 부동산 종합서비스 회사와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하였습니다.

고객 여러분! 나라감정평가법인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업계 최고의 법인으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로의 새로운 도약을 통하여 그동안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라감정평가법인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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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History

NARA는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업계 최고의 법인으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로 도약하겠습니다.

6월
국토해양부 지정

12월

우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전환

5월

1월
(주)나라리얼티플러스 중개법인 설립

나라감정평가사 합동사무소 설립

1991
1989

2004
2000

2007

6월

2016
2016

12월
(주)나라건설연구소(NCRI) 설립

나라감정평가법인(합명회사)
창립

2009

9월

7월

업계 최초 해외 현지법인 설립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로

(미국, NARA-LA Branch)

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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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 Vision & Core Value

Mission

끊임없는 진화와 도전을 통하여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최고의 전문 서비스를

Vision

2025년 매출 1,000억 달성, 신사업 부문 매출 비중 25% 달성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끊임없는 진화와 도전을 통하여

Mission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최고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Core Value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로 도약한다. NARA! 2510!

도전(도전하는 끈기의 나라)
어떤 상황에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혼신을 다하여 노력한다.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도전 정신은 ‘나라’의 행동 원칙이다.
행동지침
⁻ 실패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시 도전한다.
⁻ 현실에 만족하면 도태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

‘NARA 2510’

⁻ 감정평가업계의 리더로서 새로운 시장 영역의 개척에 앞장선다.

소통과 협력(소통이 있는 화합의 나라)

Vision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며, 스스로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한다.
소통을 통한 협력은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는 ‘나라’의 일하는 방식이다.
행동지침
⁻ 어떤 경우에도 사실대로 말하며, 역지사지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개인보다 구성원 모두가 이익이 되는 의사 결정으로 조직의 역량을 집중한다.
⁻ 개개인의 능력이 공동체의 힘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한다.

전문성(전문성을 갖춘 최고의 나라)

Core
Value
전문성

의
끈기
라
나

소통과 협력

소통이
있는 화합의 나라

갖춘
최고
의 나라

차별화된 최고의 전문 서비스 제공은 ‘나라’의 존재 이유이다.

전
문
성
을

는
도전하

도전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으로 최고의 전문성을 추구한다.

행동지침
⁻ 1등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고민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일한다.
⁻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기 개발과 연구에 집중하며
인재양성에 힘쓴다.
⁻ 고객에게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 발전한다.

Business
Overview
나라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업계의 독보적인 Leading Company 로 고객의 다양한 Needs 를
만족시키기 위해 중개, 투자자문, 개발비용산정 등 새로운 분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해 왔으며 신사업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현지 부동산 동향 및 정보제공,
기타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 CHINA APPRAISAL ASSOCIATION OF REAL

COUNSELING AND ADVISORY (BEIJING) CO., LTD. 및 일본 大和不動産鑑定株式會社 등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었습니다. 나라감정평가법인은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의 Needs를
만족시키는 One-Stop Total Solution을 약속드립니다.

14

19

20

22

(주)나라감정평가법인

나라 PCM

(주)나라건설연구소

(주)나라리얼티플러스

사업부문

중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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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verview

(주)나라

나라감정평가법인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감정평가업계의 독보적인 Leading

감정평가

Company입니다. 본사 및 전국 13개 지역본부 산하 감정평가사 약 200여 명과 전문

법인

기업평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평가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제반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의미합니다.

인력 230여 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2004년 감정평가업계 최초로 NARA-LA Branch를
설립하였습니다. (주)나라감정평가법인은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주요업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위한 자산재평가 / 현물출자 등 기업체 간 거래를 위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약속드립니다.

자산평가 / 일반거래 및 시가참고를 위한 감정평가
주요고객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기업체, 대기업 및 계열사, 개발사업 시행사, 건설사 등

주요서비스	법인 내 공인회계사와 연계한 사전 시뮬레이션 서비스의 제공 / IFRS 전문 인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산 감정평가 서비스의 제공 / 각 업체별 전담 감정평가사 지정으로 지속적인
서비스의 제공

담보평가

신속·정확·친절은 NARA 담보평가 프로세스의 정신입니다.

도시정비사업평가

사업 참여자 간의 갈등 해소와 사업의 원활한 시행, NARA가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담보평가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일반기업체 등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제공된 담보물의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절차로써 행해지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공유지 무상양수도의 평가,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종후 자산의 평가, 현금청산을 위한 평가 등을 말합니다.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택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 관련 업무 / 개발분담금 산정 / 사업타당성 분석 및

부동산 동산 등의 담보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 /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Project Financing을 위한 감정평가

추정 분담금 시뮬레이션 업무 / 정비기반시설, 임대주택 관련 원가분석
(자회사인 나라건설연구소와 함께 업무지원)

주요고객	제1금융권(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 제2금융권(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 리츠회사, 자산운용사, 리스회사 등
주요서비스	은행별 전담평가사 제도를 통한 신뢰성 있는 감정평가 서비스의 제공

주요고객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자, 시·군·구청

주요서비스	공정하고 합리적인 감정평가 / 사업 준비단계부터 청산 시까지 지속적인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주민 설명회 및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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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verview

공적평가

국책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정당한 보상, 기관업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행의 중심에
NARA가 서 있겠습니다.

컨설팅 업무

부동산 관련 사업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정부 및 기타 공적기관의 의뢰를 받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NARA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Planning(사업 계획수립 등)-Evaluating(사업 분석 및 평가)-Financing-

국내 최고의 어업보상평가 전문기관입니다.

Project & Construction Management(분양·사업비·공사·용역사 관리)-Closing & Post
Deal(구조화금융·부동산 펀드 및 Reits 발행 자문) 등 전 분야에 대하여 사업주체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평가 / 경매, 소송 등 법원의 요청에 의한 감정평가 /
어업보상을 위한 어업권 평가 /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의한 공시가격 산정 업무
주요고객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각 지방 지역공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 국토교통부 등

주요업무 및 서비스	
| 부동산개발사업 자문 |
아이디어 기획, 입지선정 등 초기 단계부터 최종 마케팅 단계까지 개발사업 전 단계에 걸친
자문서비스 제공
| 간접투자상품 자문 |

특수평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특수평가 전담팀의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적용, 세제 혜택, 수익률 분석 등 상품개발과정 전반의 자문서비스 제공

특허권·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매매 혹은 이전에 따른 가치평가,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상표권 로열티

합리적 시장 분석을 통한 개발 컨셉 설정, 사업 추진구조 및 시행방안 모색 등

지급 평가 등 전문적인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는 감정평가를 말합니다.

전략적 자문서비스 제공

| 복합개발 자문 |

| 해외부동산개발 자문 |
해외부동산 법제적 사항, 시장분석, 감정평가 등 특수한 사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특장점
| 전문인력 구성 |
⁻ 무형자산평가 등 교육과정을 수료한 감정평가사를 중심으로 한 TF팀 구성
⁻ 다양하고 풍부한 감정평가 경험과 노하우 보유
| 자회사 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 |
⁻ 나라건설연구소, PCM사업본부 등 관련 부서와 연계한 전문적인 Solution 제공

종합자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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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업무

서비스
⁻ 개발비용 산정 및 검토
⁻ 종료 및 개시 시점 지가 산정

나라 PCM
사업부문

⁻ 지가 및 개발비용이 개발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개발비용 산정의 전문성 및 Know-How: 구조기술사, 건축기사 등 건축학과 출신 경력자 그룹
⁻ 종료 및 개시시점 지가 산정 Consulting: 감정평가사에 의한 정확하고 신속한 지가 산정

시너지
⁻ 종료 및 개시 시점 지가산정과 개발비용 산정업무의 동시수행이 가능(구조기술사 +감정평가사)
⁻ 지가 및 개발비용의 Simulation 분석을 통한 개발부담금 산정의 One-Stop Service 제공

시작하였습니다.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환경 및 입지여건, 유사사례, 수요·공급,
사업성 분석, 개발대안과 계획 설계, 마케팅 전략과 자금조달방안 수립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최고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확한 정보와 Solution 제공을

특장점

⁻ 개발비용 산정기관의 법적요건 만족: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산정기관 요건
⁻ 대민·대관 업무의 객관성, 신뢰성, 공신력 확보: 공인회계사, 감사원 경력자의 사전 및 사후 심사

나라의 PCM 업무는 고객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최적의 개발 대안을 제공하고자

약속드립니다.

Concept Plan
수립

서비스
개발환경과 입지여건 분석, 상권 분석 및 Market Research, 도입가능시설 검토, 수요·공급 분석,
규모 산정, 개발 Concept 도출, 유사 개발사례 분석을 통해 Concept Plan 수립

최적 개발방안
도출

서비스

Project
Management

서비스

사업 경제성 분석(대안별 투자비, 예상 분양·임대 수입, 자금수지, 수익성) 및 분양·마케팅 전략
수립(임대/분양, 운영/관리)을 통해 최적 개발방안 도출

시행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개발사업 업무를 위임받아 효율적인 관리기법과 Risk 최소화,
사업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한 사업의 안정성 도모, 사업수익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서비스의 제공

Construction
Management

서비스
건설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건설사업의 원가(Cost), 품질(Quality),
공정관리(Schedule)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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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라건설연구소

나라건설연구소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증인 건축·토목기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전문자격자 그룹입니다. 부동산 통계 및 지수 산정, 공익사업 부대 업무, 분양가상한제 하의

부동산 통계 및
지수 산정

가산비 산정업무 및 각종 원가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각 분야의 공인전문가로서

서비스
⁻ 글로벌 빌딩 가격 지수(분기별)
⁻ 권역별 환원 이율 분석
⁻ 상권별 임대지수 개발 및 분석

공정성, 신뢰성 및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Synergy 효과를 극대화하여 객관적이며

특장점

정확한 Service, 최고의 Solution을 약속드립니다.

⁻ 해외 전략적 제휴업체와 연계하여 해외부동산에 대한 합리적 의사 결정자료 제공
⁻ 공공기관 발표지수의 실효성을 보완하여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
⁻ 감정평가사에 의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권역별, 상권별 통계 정보 제공

분양가상한제
가산비용 산정업무

서비스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정
⁻ 택지비 평가 관련 Consulting
⁻ 택지비와 건축비 추정을 통한 분양가 Simulation 분석
특장점
⁻ 가산비 산정의 전문성 및 Know-How: 구조기술사, 건축기사 등 건축학과 출신 경력자 그룹
⁻ 가산비 산정기관의 요건 충족: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된 업체
⁻ 공공 및 민간 택지의 택지비 Consulting: 감정평가사에 의한 정확하고 신속한 지가 산정
⁻	대민·대관 업무의 객관성, 신뢰성, 공신력 확보: 분양가 심의 경력자 및 공인회계사,
감사원 경력자의 사전 및 사후 심사
시너지
⁻ 공공 및 민간 택지비와 가산비 동시 산정 가능(구조기술사 +감정평가사)
⁻ 택지비와 건축비의 Simulation 분석을 통한 분양가 추정의 One-Stop Service 제공

원가관리, 공사비 등
산정업무

서비스
⁻ 건설클레임, 건축소송 관련 감정(공사비 등 감정에 관한 법원소송 감정)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산정
⁻ 공익사업지장물 이전비 및 설치비 산정
⁻ 제반공사원가 산정
특장점
⁻ 각종 공사원가 산정의 전문성 및 Know-How: 구조기술사, 건축기사 등 건축학과 출신 경력자 그룹
⁻ 법원의 공사비 등 감정에 관한 요건 충족: 『대법원 예규』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요건
⁻ 정비기반시설 및 지장물의 설치비·이전비 산정: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정비사업 시행 시 감정평가사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작업수행
⁻ 공사원가 산정 시 객관성, 신뢰성, 공신력 확보: 분양가 심의 경력자 및 공인회계사,
감사원 경력자의 사전 및 사후 심사
시너지
⁻ 공익사업 및 정비사업 업무 진행 시 감정평가사와 공동작업 수행(구조기술사 +감정평가사)
⁻ 법원 소송 관련 등 제반 공사원가 산정에 있어 공정성 확보를 통한 사전 분쟁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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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라리얼티플러스

나라리얼티플러스 중개법인은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자산관리, NPL 컨설팅 서비스 등

중개법인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감정평가사, 자산운용 전문인력,

개발자문
서비스

서비스
⁻ 부동산 개발사업, 판매 전략, 운영 기획 등 부동산 관련 타당성 검토
특장점

공인중개사 및 부동산 컨설턴트 등 전문가 집단의 신뢰성 및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검토, 개발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분석표 작성
⁻ 부동산 입지 및 상권 분석, 시장현황조사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부동산 투자전략 상담, 상품기획, 상업시설 Concept 기획 및 MD, 사업의 타당성 검증

자산관리
서비스
매매·임대
중개업무

서비스

서비스
⁻ 부동산의 입지와 특성, 소유목적을 고려한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특장점

토지(주거용·공업용·상업용·체육시설 등), 주거시설(고급주택·타운하우스), 업무시설(오피스·

⁻ 공실 해소 및 계약 유지 관리, 수익 극대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 업종 및 임차자 구성의 특화전략 모색

오피스텔 등), 판매시설(백화점·할인마트·테마상가 등), 위락시설(호텔·리조트 등) 등의 매매 및
임대 계약 수행

⁻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을 통한 관리 부동산의 가치증대 방안 수립
⁻ 부동산 처분, 증여, 상속 등 보유전략 검토

특장점
⁻ 지역별, 투자금액별 매입 및 임대 가능 부동산의 정보 제공
⁻ PM 전문기업, 자산운용사 및 금융권 연계 서비스 제공
⁻ 매입·매각의 타당성 검토 서비스 제공

NPL
물건분석

서비스
⁻ NPL 감정평가(나라감정평가법인)와 연계된 Sensitivity Analysis, 적정 낙찰가액 추정 서비스 등을 제공
특장점

*NPL: Non Performing Loan
부실대출금과 부실지급보증금을 합친
개념으로,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어렵게 된
부실채권

⁻ 매입채권 분석: 채권원리금, 근저당설정액, 낙찰예상가격 및 채권기관 AMP 등을 고려한 가격산정과
선순위 내역(선순위 세금, 임금채권, 유치권신고 등)의 물건의 권리분석
⁻ 매입채권 자문업무 및 사후관리: 1차 채권기관과의 협상 및 채권 매입자문,
채권자 지위의 경매 사후관리 시스템 진행
⁻ 감정평가와 연계한 물건의 배당·매각·임대 수익의 예상 수익률 산정

Core
Competitiveness
나라감정평가법인은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부단한 혁신을 통하여 축적된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법인과 차별화되는 핵심 경쟁력을 구축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전문 서비스의 제공은 NARA의 존재
이유입니다. 부동산 서비스의 모든 것! 나라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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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Stop NARA

One-Stop NARA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라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 개발 자문, 사업타당성 분석,

부동산의 매입 및 매각 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부동산 중개 및 임대 관리 등 종합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동산에

시장자료, 자금조달 및 자산활용 방안 제공 등 거래 지원

대한 고객의 모든 Needs를 단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나라부동산투자자문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나라리얼티플러스 중개법인

1

5

개발 컨셉 및 개발 계획 수립

매입 및 매각 컨설팅

임대수익 최적화를 위한
임대료 책정, Tenant mix
및 시설 관리 서비스를

개발환경, 입지 분석 등을 통해 컨셉을 수립하고

제공합니다.

사업경제성 분석 등으로 최적의 방안을

* 나라리얼티플러스 중개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도출하여 개발예정 부지에 대한 합리적 투자
결정을 지원합니다.
* 나라리얼티플러스 중개법인, 나라 PCM

4
임대 관리

2

3

시행 및 건설 관리

자산 관리

효율적인 관리기법으로 Risk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부동산의 입지와 특성, 소유목적을 고려한

수익 극대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서비스를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제공하며, 건설 전반의 원가·품질·공정 관리와 완공에 따른

자산 가치 극대화를 지원합니다.

개발비용 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 나라 PCM, 나라감정평가법인, 나라건설연구소

* 나라리얼티플러스 중개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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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ARA

Global NARA

NARA 는 광화문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 13개 지역에 지역본부를 설립하여 고객에게
전문화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업계 최초로 미국 LA 현지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중국 CHINA APPRAISAL ASSOCIATION OF REAL COUNSELING

AND ADVISORY (BEIJING) CO., LTD.와 일본 大和不動産鑑定株式會社 등 아시아 권역
메이저 감정 평가 및 부동산 종합서비스 회사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습니다.

해외법인
북부

해외제휴

강원

실적
동부

경인 서울

CHINA

2010. 07. 천진, 엘지상사
2010. 10. 요녕성, 대련STX
2013. 12. 칭다오, 신일산업
2015. 01. 강소성, 동국제강

경기

충북
Kazakhstan
2013. 04. 우림건설

대전충남

Kyrgyzstan
2012. 07. 아파트컨설팅

본사
지역본부

대구경북
전북

경남
광주전남

CHINA
Beijing

UAE

2011. 09. 건설장비평가

USA
LA Branch

JAPAN

CHINA
Shenzhen
India

2015. 11. KCC

제주
GUAM

2013. 07.
Singapore
2014. 01. 대림코퍼레이션
2015. 06. 시노코페트로케미컬(주) 청도

우리은행엔피엘
Philippines
2010. 11. 더커자산운용

Vietnam

2012. 02. 부동산사업타당성검토
2014. 06. KCC

Australia

2013. 12. 시드니, KT&G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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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NARA

Professional
NARA

NARA는 One-Stop Total Solution를 제공하는 부동산전문기업으로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활약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다양한 Needs 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 부동산 시장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

부동산 관리

건축

회계

금융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보 |

건축기사 | 건축설비기사 |

공인회계사 | 자산관리사 |

신용분석사

부동산투자자문사 | 부동산컨설턴트

토목기사 | 건설안전기사

재무관리경영지도사 | 세무사

학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가치평가

석·박사 | 고위건축개발과정(CADO) | 로스쿨

미국감정평가사(MAI) |

IR전문가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 기업기술가치분석사

영국왕립공인평가기관(RICS) |

정보처리산업기사

도시정비사 |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미국선물거래사(AP) | 미국공인회계사(A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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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NARA

| 본사 |

NARA는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최고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동, 적선현대빌딩 8층)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 5길 18

TEL. 02-737-8871 / FAX. 02-739-2871

(경원동1가, 한국산업은행 전주지점 4층)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책임성, 윤리적 행동 등 사회책임경영은 NARA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수익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NARA는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경인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64 (부평동, 동아웰빙타운 401호)
TEL. 032-516-7474 / FAX. 032-516-7473
|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영통동, 보보스프라자 615호)
TEL. 031-238-5600 / FAX. 031-231-1841
| 북부지역본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61번길 77

하나금융나눔재단

국민권익위원회

기부 및
봉사활동

자문 및
상담활동
효천
성바오로의 집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ARA의

사회에 환원하는 적극적 공익활동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 공동이익의

모든 구성원들은 ‘나라가족’이라는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사명감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및 공익 분야의 자문 및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되며,

상담활동을 통해서 국민 권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직업윤리는 의사결정의 준거가 되고 있습니다.

NARA 구성원은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로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위촉되어 자문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TEL. 051-864-0500 / FAX. 051-818-0240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279번길 22 (온의동)

| 제주지역본부 |

TEL. 033-252-8338 / FAX. 033-255-48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사평4길 24-21 (오라2동, 2층)

| 충북지역본부 |

TEL. 064-742-9870 / FAX. 064-742-9871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북로 81

| 미국 LA 현지법인 |

(가경동, 리더스헤븐타워 601호)

Real Estate Idea, Inc. 3850 Wilshire Blvd.,

TEL. 043-224-0909 / FAX. 043-250-1255

#350 Los Angeles, CA 90010

TEL. 042-471-8816 / FAX. 042-471-99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동, 적선현대빌딩 8층 806호)

NARA는 봉사활동,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기부 등 수익의 일부를

TEL. 055-263-7575 / FAX. 055-263-777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부전동, 신동아오피스텔 4층)

| (주)나라건설연구소 |

NARA는 공정성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전문

TEL. 053-471-0900 / FAX. 053-471-8600

| 부산지역본부 |

자회사

둘째, 사회공헌 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통해 공익에 앞장서는 NARA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68길 26-5 (이천동)

TEL. 031-778-8080 / FAX. 031-778-8090

정도경영을 통해 신뢰를 주는 NARA

첫째, 정도경영을 통해 신뢰를 주는 NARA

| 대구경북지역본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97 (수내동, 수내동다운타운 703호)

(탄방동, 농협은행 탄방동지점 3층)

토지수용위원회

TEL. 062-365-9833 / FAX. 062-365-983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용호동, 경남발전연구원 2층)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20

1사1촌 횡성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
(농성동, 교직원공제회관빌딩 12층)

TEL. 031-969-8811 / FAX. 031-969-8801

| 대전충남지역본부 |

내지리마을 자매결연

| 광주전남지역본부 |

| 경남지역본부 |

| 강원지역본부 |

분쟁조정위원회

TEL. 063-283-8866 / FAX. 063-283-8855

(장항동, 한신메트로폴리스 804호)

| 동부지역본부 |

등촌7종합사회복지관

| 전북지역본부 |

TEL. 02-6360-1100 / FAX. 02-739-2871
| (주)나라리얼티플러스중개법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동, 적선현대빌딩 8층 804호)
TEL. 02-6360-1140 / FAX. 02-739-1255

TEL. 213-480-7000 / FAX. 213-505-5255

(주)나라감정평가법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현대빌딩 8 층
www.nara.ne.kr | TEL. 02-737-8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