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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감정평가법인,
대한민국 감정평가를  대표합니다.

“공정성” 

공정평가, HANA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전문성”
전문성에 기초한 
고객감동의 실천은 
HANA의 
지향입니다.

“서비스 혁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은 
HANA의 차별화된 
서비스의 원천입니다. 

“사회적 책임”
사회공헌은 

HANA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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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하는 감정평가법인”

“국토교통부 지정 대형감정평가법인”

1992. 11 

하나감정평가사

사무소 설립

2000. 06
글로벌감정평가법인 설립

2001. 0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2006. 05
업계 최초 전문인

책임손해보험

2006. 06.
(주)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

출범

2007. 06

국토해양부

우수감정평가법인 제1호

2009. 01

국토해양부지정

대형감정평가법인

2009. 12.

대한민국 산업포장(제6718호) 수상

업계최초 내부통제위원회, 

EPUA 도입

2012. 04
IIBV 기업가치평가사, 

미국 ASA 교육 프로그램 개최

(International Institute of 

Business Valuation)

2012. 03
한국감정평가협회 

협회장 배출

2011. 12

정비사업분야 감정평가실적 

업계 1위 달성

2011. 07
한국리츠평가 자회사 설립 등 

4개 자회사 운영

- 한국리츠평가, 

- 한국도시개발이앤씨, 

- 하나부동산중개

- 하나리얼티

2011. 06
국내 최초 주택수급지수(HDSI) 

발표 세미나

2013. 05

06

Message
 

   
HANA, 최고의 자부심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하나감정평가법인은 업계를 선도하는 법인으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쌓아왔습니다.

지금의 하나감정평가법인은 수많은 고객의 애정과 관심의 결과입니다.

최고의 자부심으로 더욱 더 고객만족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HANA의 감정평가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감정평가법인은 최고의 전문성과 Knowhow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시장에서 신뢰받고 

고객이 인정하는 믿을 수 있는 전문 Service입니다.

HANA, 서비스 혁신으로 시장을 이끌어 갑니다.
감정평가 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장과 고객 Needs의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Service를 창출하기 위해 하나감정평가법인은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왔습니다.

서비스 혁신은 HANA가 대한민국 감정평가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고객의 성원에 부응하도록 400명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CEO's Message   
The History of H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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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HANA

The     Best     HANA

The   Highest   HANA

● 업계 최초 부적정평가방지전산시스템(EPUA) 도입

● 업계 최초 전문인 손해배상보험 가입

● 업계 최초 고객만족경영(CS 경영)

● 업계 최초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 업계 최초 미국가치평가전문가과정(ASA, IIBV) 개설

● 업계 최초 CCIM(국제상업용부동산투자분석사)과정 개설

● 업계 최초 기업부동산서비스(CRES)도입

● 업계 유일한 대한민국 산업포장 수상

● 업계 유일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업계 최고 부동산종합서비스 체계 구축

● 업계 유일한 주택수급지수(HDSI) 개발

● 업계 유일한 부동산정보데이터 사업 진출

● 업계 독보적인 기업회계지원업무 프로세스 구축 

● 업계 최다 금융기관 협약

● 업계 최다 정비사업감정평가 실적

● 업계 최다 컨설팅 & 자문 실적

● 업계 최다 전문인력 맨파워

● 업계 최대금액 감정평가 프로젝트 주관

● 업계 최다 해외자산 감정평가 실적

Leading Company HANA

The Best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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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공정평가를 위한 

EPUA 시스템 구축

엄격한 심사시스템

전국 13개 본·지사 통합 감정평가 심사시스템 운영

업계 최초 부적정평가방지전산시스템(EPUA)

내부통제시스템

●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운영(2013년)

●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실 운영

CS(Customer Satisfaction)경영

● 고객만족(CS)경영을 위한 고객만족실 설치

● 고객의 감정평가서비스 평가(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서비스 평가)

● 고객만족 복무기준

● 지속적인 임직원 고객만족 CS 교육

  사회공헌사업 & CSR 실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1사1촌 자매결연

    ● 업계 유일한 대한민국 산업포장 수상

부적정평가방지전산시스템 도입 (EPUA)
E-System to Prevent Unfair Real Estate Appraisals 

감정평가의 부적정 평가 발생 가능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평가의 위험 요인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감정평가 관리 시스템

● 평가내역 및 평가근거 실시간 전산 DB화

● 과다평가 위험요인 실시간 Check

● 기준 미달시 상급 심사로 자동 분류

● 위험요인 발생시 평가서 발급 중단 

10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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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용역 및 컨설팅

✚ AFR

 (Advisory Service for Financial Reporting)

 유형자산 등 회계처리 통합 지원 서비스

✚ CRES 

 (Corporate Real Estate Service)

 기업부동산 관리 종합 서비스

✚ FS 

 (Feasibility Study)

 사업타당성 분석

✚ 개발금융자문(Financial Advisory Service)                                      

✚ 자산매입매각 자문

✚ 평가검토(Appraisal Review)

✚ 개발사업 또는 Reits PM

✚ 국공유재산, 정비사업 실태조사 

✚ 공익사업, 정비사업 물건기초조사

✚ 보유자산합리적관리방안 종합 자문

✚ 개발부담금 산정

✚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산정 컨설팅

✚ 보상민원자문, 공시지가 자문

✚ AFR

Advisory & 
Consulting

고객
기업, 법인, 조합,

공공기관, 개인

12 

Appraisal
감정평가

✚ 금융기관 담보평가, PF 평가, NPL평가

✚ 재개발 재건축 관련 감정평가

✚ 보상평가, 경매, 공매

 공공기관 자산취득 및 매각 평가

✚ 일반기업 자산양수도가액 산정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 평가

✚ 특수관계인 거래시 공정가액산정

 Reits 등 현물출자 감정평가

✚ 재산세과표평가(정부업무)

✚ 동산담보법에 의한 동산평가

✚ 기계, 선박, 구축물, 비품, 설비 등 자산평가         

✚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브랜드), 어업권, 광업권, 

 기타 사업권 등 가치평가

✚ 일조권, 건축물하자 감정평가

✚ 기업가치평가, (비상장)주식평가

AppraisalAppraisal

Intangible & 
Business 
무형자산&기업가치

Tangible 
부동산등 유형자산

HANA Servic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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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감정평가

HANA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수행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역할 수행

●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평가

● 중앙(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의재결)을 위한 보상평가

● 법원 소송관련 평가 및 경매, 자산관리공사등 공매를 위한 감정평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자산의 매각·양도·교환·취득 등 가격 평가

●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평가

HANA의 공공분야 주요 고객

14 

Appraisal

정부가 인증하고 신뢰하는 HANA

공문원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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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의 강점

● 업계 최다 금융기관 협약

● 신속 정확한 감정평가

● 업계 최초 고객만족(CS)서비스 도입 및 서비스만족도 평가

● 부적정평가방지전산시스템에 의한 담보물 과다평가 방지

● 체계적 심사제도에 의한 담보물 건전성 확보 

HANA의 서비스

● 신속 정확한 탁상 자문(탁상자문 ARS 도입)

● Project Financing 등 개발사업 관련 감정평가

● 기업체 대리점 개설 및 관리를 위한 담보물 감정평가

● 주택등 부동산 통계 DATA를 통한 정확한 담보물 가치 산정

● 기계, 농축산물, 재고자산 등 동산담보 전문 법인

● 공장, 선박 등 특수담보물 가치평가

● 담보물 임대차 현황조사

● 공동주택등담보물가격조사(약식) 및 부동산가격정보데이터 사업

동산·채권 담보평가

HANA는 기계, 재고자산, 농축산물, 채권등 분야별 전문가

를 통하여 차별화된 업무수행(동산 담보평가 전문 실무교육, 

ASA교육, 기업기술가치평가 교육 이수 전문가 활용)

16 

최다 금융기관 협약의 검증된 평가기관 

Service

담보감정평가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탁사, 협동조합, 자산운용사, 

캐피탈, 창업투자회사, 시설대여

(리스)회사, 일반기업 등이 담보를 

취득할 경우 부동산 등의 

담보물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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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보고 목적의 가치평가

  ●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

   (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전력공사 재평가등 수행 실적)

  ● IFRS 제1040호에 따른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평가등 

   최저비용의 효율적 회계처리 지원(AFR 서비스 참조)

  ● PPA(Purchase Price Allocation)관련 감정평가

  ● 매각예정자산 공정가치 평가

  ● 그 밖의 기업회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유무형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2. 기업자산관리 목적의 감정평가

  ● 기업간 거래시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평가

  ● 법률상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평가

  ●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공정가치 평가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에 자산 현물출자시 감정평가

    (HANA는 상법 제299조의2, 제422조에 의한 공인된 감정인으로서 다수 업무 수행)

  ● 기업자산 관리 효율화 및 의사결정을 위한 실시간 가격자문 및 감정평가

3. 기업가치평가 및 무형자산 평가

   (Business Valuation & Intangible Asset Valuation)

  ● 업계최초 무형자산평가 전담팀 운영

  ● 인수합병(M&A)을 위한 기업가치 평가

  ● 기업공개(IPO)를 위한 기업가치 평가

  ● 세무 등 이슈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 기술이전 및 거래에 따른 기술가치 평가

  ● 계열사간 브랜드 사용료 등 산정을 위한 무형자산 가치평가

18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기업평가서비스  

Service

기업평가

기업고객의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HANA의 기업평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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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정비사업 감정평가 업계 1위

정비사업 감정평가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 1위, HANA

(재개발 및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등 목적의 감정평가)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

●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 

● 정비기반시설평가

● 현금청산평가, 매도청구감정평가 

● 현물출자자산평가, 부가세 과세표준 안분 평가

정비사업 감정평가 업무 수행 실적 1위

- 재건축 감정평가업무 완료 실적 1위

- 재건축부담금예정액산정 용역 완료 실적 1위

- 단독주택 재건축 감정평가업무 완료 실적 1위

-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업무 완료 실적 1위 

- 관리처분계획수립 등 재건축관련 용역 다수 수행

정비사업관련 종합 서비스 제공

감정평가업무 이외에 관리처분계획수립용역, 

사업수지분석, 재건축 부담금예정액 산정, 

분양가상한제적용 일반분양가 산정 등 업무수행

완벽한 업무수행과 서비스 제공

▶정비사업 성공의 길잡이

- 정비사업 성공과 조합원 이익 최대화 실현을 위한 업무 수행 

- 철저한 현장조사와 과학적 분석을 반영한 감정평가 수행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자문서비스 제공

- 매도청구, 현금청산, 법인세 절세표 등 자문 서비스 제공

- 관리처분계획수립, 재건축부담금예정액 산정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및 이의신청에 대한 

  친절한 회신등 적극적인 민원해결 

조합과 전문기관에서 검증된 최고의 전문성

- 건축기술사, 토목기술사 등 최고의 전문인력 다수 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 재개발·재건축 컨설팅 자문업체

-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 주거환경연합, 바른재개발

  재건축실천전국연합 등 전문(정책)위원 다수 보유

- 서울시 갈등조정위원 및 각 지자체 분양가 심사위원 보유

- 서울특별시 SH공사 도시재생 자문위원 보유

- 언론이 정한 정비사업 우수기업(하우징헤럴드)

-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수립,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및 택지비 가산비 산정 등

  정비사업관련 종합서비스 제공

- 단독주택 재건축 감정평가업무 완료 실적 1위

-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업무 완료 실적 1위 

- 관리처분계획수립 등 재건축관련 용역 다수 수행

완벽한 업무수행과 서비스 제공

HANA
업무수행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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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평가 서비스

● 과표 산정을 위한 공정가액 평가

● 세금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

● 과세 시뮬레이션을 위한 자산 공정가액 산정 무상자문

● 주요 세무법인 업무제휴 및 세무전문가 전담 서비스

주요서비스

●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평가

● 상속 또는 증여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

● 종합부동산세 등 물납대상 부동산 평가

●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관련 감정평가

● 토지건물 과표 안분 목적의 감정평가

  :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분양시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과표 안분평가 실적 업계 최고        

●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영업권 등 관련 평가

● 과표 공정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및 자문

특수분야 감정평가

● 업계 최고의 무형자산 전문평가팀 운영

 브랜드(상표권), 특허권 가치평가 수행

● 기업가치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 IP(Intellectual Property) 가치평가

 상법 제299조의2 및 제422조에서 정한 

 공인된 감정인으로서 기술가치, 브랜드 및 

 다양한 무형자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 수행 가능

● 특허법인 업무제휴 및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프로세스 구축

특수자산평가

● 일조권 및 조망권 감정평가

● 오염부동산 감정평가

● 건축물 하자감정 및 보수비 산정(실적 업계 1위)

● 수목·선박·공장·기계장치 등 특수 물건 감정평가

   

Tax Service & 
Expert System

국내 최초 IIBV기업가치평가사 

과정 및 美ASA과정 개설

  
기업가치평가 및 무형자산평가의 

권위가 있는 IIBV 및 ASA과정을  

업계최초 개설하여 Business Valuation 

및 무형자산 평가, 기술가치평가의 

전문성 강화



•부동산 매입·매각 및 

임대차 자문 및 

중개서비스

•분양가상한제 관련 

분양가 컨설팅 및 택지비 

가산항목 산정업무

•개발프로젝트 PM, 금융자문

•리테일 입지 및 상권분석 및 

리테일 입점 자문

•리츠평가, 리츠종목별 

분석 및 투자자문

개발금융 자문

•감정평가, 부동산컨설팅, 

부동산회계관련 업무,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등

하나감정평가법인

한국도시개발이앤씨

하나부동산중개

한국리츠평가

하나리얼티

하나감정과 

4개 자회사의

통합적 자문수행!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부담금 산정업무

•정비사업관련 기반시설 설계 원가산정 및 각종 대관업무

•토지수용업무 대행

•지장물, 물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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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 + 

4개 자회사 통합 service

ONE-STOP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 종합부동산서비스 그룹

1+4 One Stop 
 종합부동산서비스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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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 l  Advisory Service for Financial Reporting

재무보고를 위한 자산 회계 지원서비스 
재무보고 목적의 감정평가를 비롯하여 회계관련 통합적 지원 서비스

서비스 강점

●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비용절감 및 상시 지원 가능

● 재무보고 신뢰성 향상, 자산회계 Upgrade

서비스 내용

● 재무보고 목적 공정가치 평가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매각예정자산)

● 매 보고기간말 유형자산 상각방법, 내용연수 검토 및 변경

● 투자부동산주석공시를 위한 지원 서비스

● 재평가법 적용 기업의 재평가 주기 검토

● 자산손상 징후 검토 및 순공정가액 산정

CRE Service  l  Corporate Real Estate Service 

기업부동산 서비스
기업부동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 상시적 관리 서비스

서비스 내용

● 자산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상시 가격 자문

● 비업무용자산 등 재산세 과표 검토 및 절세방안 수립

●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자산 활용방안 수립

● 매각, 매입, 임대차 지원

● 기업부동산전략(CRE전략) 수립 지원

● 중소기업 부동산관리프로그램 도입(2013년)

 * HANA의 CRE 서비스 가입(무료) 고객에 전담평가사 지정을 통한 

   상시 업무 지원

기업 자산의 가치증대를 위한

HANA의 특화된 서비스

26  

Advi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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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감정평가 경계를 넘어선

다양한 고객맞춤 서비스

개발사업 사업성 검토 및 재무적타당성 검토 

(Feasibility Study)

● 개발사업의 PF, Bridge Loan을 위한 사업성 및 재무타당성 검토

● 리츠사업성평가(HANA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자문사 1호)

● 공기업 개발(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 ABCP 등 발행시 자산평가 및 사업성 분석

개발금융자문

(Financial Advisory)

개발사업의 PF, Bridge Loan 등 

효율적 유치를 위한 자문

평가검토

(Appraisal Review)

감정평가서 적정성등에 대한 

사후 검토 및 검증

개발사업 또는 리츠 자문

개발사업 또는 개발리츠의 

Project Management

국공유재산, 

정비사업 실태조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정비사업구역의 추정분담금 및 

실태조사

공익사업, 정비사업 

물건기초조사

보유자산 합리적 

관리방안 종합 자문

개발부담금 산정,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컨설팅

● 감정평가와 엔지니어링 통합서비스 

● 가산비산정, 택지비 검토를 

   통한 업무 지원

보상민원 자문, 

공시지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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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사 137-917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7 서울오토갤러리 금관 5층  T.02)2182-8000 F.02)558-0440 

▷경인지사 402-848 인천시 남구 주안동 894-2 해오름빌딩 3층  T.032)438-2121  F.032)431-6864

▶북부지사 410-837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64-3 하이베라스 506호 T.031)906-9888  F.031)906-8889

▷남부지사 442-1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99-2 동명프라자 501  T.031)267-4111  F.031)267-4112

▶동부지사 463-82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1-2 우송프라자 401  T.031)781-6464 F.031)781-6465

▷강원지사 220-150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721-9 요진빌딩 6층 602호  T.033)748-7755 F.033)748-7766

▶대전충청지사 302-828 대전시 서구 둔산동 963 대영프라자 409호  T.042)484-0701 F.042)484-1993

▷중부지사 361-15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5-8 새마을회관 202호  T.043)288-0311 F.043)288-1411

▶대구경북지사 701-827 대구시 동구 신천4동 317-2 3층  T.053)752-8114 F.053)753-8115

▷경남지사 660-807 경남 진주시 상대동 306-1 KT빌딩 3층   T.055)762-2200 F.055)762-2303

▶부산울산지사 611-803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1497-2 금복빌딩 5층  T.051)861-2772  F.051)861-3825

▷호남지사 540-968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1605 KT동순천지사 4층  T.061)727-0041 F.061)727-0048

▶제주지사 690-814 제주시 연동 292-34 수협중앙회빌딩 3층  T.064)744-4621 F.064)744-4620

본사 & 지사 

2009년 대한민국 산업포장 수상,

HANA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소중히 지켜 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