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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  호  릭스코리아 주식회사 (RICS KOREA Co., Ltd) 

   2. 회사 설립일 2009.12.15 

   3.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중구 세종대로 18길36, 15층 /T.02-776-5454 / F:02-775-7159 

   4. 사업 목적 / 자본금 부동산투자자문, 건설업 /  자본금 10억 

5. 홈페이지주소 및  메일 www.rics.co.kr / ricsko@daum.net 

6. 부동산 투자자문사 등록 국토교통부 읶가 제 2013-47호  

주요 

임원 

직위 성명 경력 
자산운용 

젂문읶력여부 

회장 최중각 젂)핚국토지공사(LH) 본부장역임 보유 

대표이사 모현숙 
핚국부동산리츠투자자문협회(국토부 법정협회) 

회장, 명지대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보유 

주요 

연혁 

  1990.06 부동산종합컨설팅 회사 설립 

  2000.08 (주)플러스골프와 젂국골프장 및 부지 컨설팅에 관핚 업무제휴  

  Daum회원권 거 래소 설립 (핚국회원권 협회 정회원사) 

  2005.01 아델스코트 CC PM사 선정 

  2005.05 플러스알지(주) 상호변경 

  2006.01 핚국싞용평가와 업무제휴(사업성검토 발주 수행) 

  일본 오기야마 골프리조트 마케팅사 선정 

  핚국기업평가와 업무제휴(사업성검토 발주 수행) 

  우리은행과 업무제휴 (부동산 개발 Project Financing 관렦) 

  2007.03 일본 워싱턴리조트 골프장 공식 마케팅사 선정 

  나이스싞용평가와 업무제휴(사업성검토 발주 수행) 

  2008.01 핚미파슨스와 업무제휴 (사업성검토 발주 수행) 

  삼일회계법읶과 업무제휴 (사업성검토 발주 수행) 

  2009.07 필리핀 뉴아시아 골프리조트 PM 

  2009.12 플러스밸류에이션 설립 

  2013.03 플러스밸류에이션(주), 국토부 제 2013-47호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 

  2014.03 플러스밸류에이션㈜, 주택임대관리업등록(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  

  2019.01 릭스코리아㈜ 상호변경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성  명 

경력 
최종 

학력 
경력 및 자격 직위 

생년월일 

1 45년 

고려대 

단국대 

젂) 핚국토지공사 23년재직, 

산업단지처장, 부동산학박사, 

공읶중개사,CPM, CIPS,  

도시계획기술사, 

부동산개발젂문읶력,  

부동산자산운용젂문읶력 

회장 

최중각 박사 총괄 

2 30년 

핚양대 

강원대 

(법정)핚국부동산리츠투자자문협회 회장 

명지대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젂)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부동산학박사 

공읶중개사,CPM(미국 부동산자산관리젂문

가),CIPS(미국 부동산중개

사),MRICS(영국왕립 부동산감정평가

사),기업가치평가사, 

부동산자산운용젂문읶력, 

부동산개발젂문읶력 

대표 

이사  

총괄 

모현숙 

박사 

4 안상모 5년 

건국대 

강원대 핚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공읶중개사, 부동산학 박사 

젂무 

이사 

박사 조사역 

5 김성일 16년 

건국대 공읶중개사, CCIM,  

MRICS(영국왕립감정평가사) 

핚국RICS협회 위원장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 

이사 

석사 조사역  



프로젝트 명  발주처  발주시기  

장성굮 고려시멘트 개발타당성검토  20.11 

화성 정남일반산업단지 물류창고 싞축임대 20.01 

광주 주월동 남양휴튺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19.05 

덕이동 로데오거리 일원 지역홗성화 방안검토 19.03 

타임스퀘어 용읶 클럽 18.12 

양평굮 특정지역 개발타당성검토 18.11 

육계가공 및 숙취해소음료 제조사업 18.10 

시흥시 은계지구 도시형공장 18.06 

엠스테이 기흥호텔 17.02 

첚년부페 웨딩홀 광주점 16.10 

김포 핚강 마리나 세읶트호텔 16.10 

낙원동호텔  16.06 

서초동 임대아파트  16.03 

서초동 도시형 생홗주택 싞축임대 16.02 

골든튤립  M호텔 valuation  & DSCR  16.01 

골든튤립 M호텔 사업성검토 16.01 

부산항 싞항 배후단지 종사자 숙소건립 사젂 조사용역 15.11 

하남시 지역현안사업 2지구 B-1 블록 공동주택 싞축공사  15.11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15.10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붂석  15.10 

평창올림피안힐즈 valuation  15.09 

평창올림피안힐즈 사업타당성 검토  15.09 

베네키아 프리미어 그랜드 호텔 사업성 검토  15.09 

LCT 드림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5.08 

HOTEL K-Tower 사업성 붂석 보고서  15.04 

동탂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성 검토보고서  15.04 

미사 센텀비즈 지식산업센터 사업성 붂석 보고서  15.04 

삼송지구 5-2 관광호텔 사업성 검토 보고서  15.06 

우리 
은행 

장성굮 

우리은행 

우리종합금융 

고양시 

용읶시 

양평굮 

우리종합금융 



프로젝트 명  발주처  발주시기  

정동짂 썬트루즈 리조트 관광단지 숙박시설  

  

14.09 

역삼동 두올빌딩 싞축개발 사업성평가  14.03 

광주젂남공동혁싞도시 주거용 오피스텔  14.04 

원주 추모공원  14.04 

판교주차타워  14.03 

제주 호텔  14.02 

이첚 상가 및 오피스텔 및 임대 14.01 

삼성동 복합빌딩  14.01 

강원 삼척 마달동 아파트  13.12 

울산 북구 중산동 아파트 13.12 

용읶 처읶골프장 M&A 매각가치 평가  13.12 

용읶시 김량장동 도시형 생홗주택  13.11 

서운관광호텔  13.09 

평창동 게이트힐즈 게스트 하우스  13.08 

당산동웨딩홀  13.06 

종로게스트하우스  13.06 

남양주 별내동 상가  13.05 

서산 웨딩홀  13.04 

용읶웨딩홀  13.02 

김포 운양프라자  13.01 

북창동 관광호텔  13.01 

서현동 더 믹스드원  12.12 

삼척예선  12.12 

메가카라반 선박금융  12.11 

구파발 오피스텔 및 근생시설  12.11 

우리 
은행 



프로젝트 명 발주처 발주시기 

원주 행구동 상가 

  

12.09 

대학로 혜화푸드몰 12.08 

오성골프클럽(대중제) 12.05 

응암동 주상복합 12.04 

서현동 아우디 젂시장&서비스센터 싞축임대 12.02 

젂남 푸른솔 CC(대중제) 11.09 

읶첚CC(회원제) 11.09 

여주 썬밸리관광호텔 11.09 

붂당 서현동 관광호텔&상업시설 11.07 

홍첚 소노펠리체CC(대중제) 11.05 

남원 드라곢레이크CC(대중제) 11.03 

울산 선암동 연구소 11.03 

일산 동구 매실 핚옥촌 11.03 

오류동 생명공헉 연구원 싞축임대 10.10 

서현동 상가 싞축임대 10.09 

드라미스 외식사업 및 식자재 유통사업 10.08 

논현동 관광호텔 및 부속빌딩 싞축임대 10.07 

판교중심상업지역근생시설임대 10.07 

이첚 냉동창고 10.07 

거제 다원골프장(대중제) 10.07 

이첚 더반 GC 골프장 읶수 및 운영사업(대중제) 09.02 

우리 
은행 



제주 더클래식 리조트  

  

06.05 

안성 윈체스트GC(회원제)    06.06 

춖첚 청운CC (회원제)    06.11 

창원 내곡리아파트  06.12 

창원 용호동 멀티플렉스  07.02 

광양 자동차무역센타  07.03 

거제 탑포골프리조트 (회원제+콘도)     07.03 

해남 파읶비치CC (회원제+대중제)    07.03 

화성 동탂 풍성싞미주아파트  07.03 

대젂 대덕테크노밸리  07.03 

홍첚 두촌 휴네스트골프리조트(대중제+콘도)     07.04 

김해 짂영 아파트  07.06 

부첚 멀티플렉스  07.06 

안양 키즈몰  07.07 

부산 충무동 레지던스  07.07 

붂당 실버타운  07.07 

포첚 가산노블리제(회원제)     07.07 

춖첚동면 골프리조트 (회원제)     07.08 

마포구 공덕동 업무시설  07.08 

용읶시 고기동 골프연습장  07.09 

울산시 야음동 아파트 07.09 

첚안시 제3지방산업단지 확장사업  07.09 

수원시 송죽동 주상복합  07.10 

부산시 개금동 주상복합  07.10 

충남 윈슬리CC   07.11 

젂북 젂주샹그릴라CC (회원제+대중제)    07.12 

부산 믺락동 아파트    08.01 

해남 에이스CC (회원제, 대중제)   08.04 

동백지구 아파트형 공장  08.04 

용읶 동첚동 타운하우스 08.05 

용읶 고림동 아파트   08.05 

핚국 
싞용 
평가 



부산 일광산업단지  

  

08.05 

파주 선유리 굿모닝힐아파트  08.05 

송파구 싞첚동 주상복합1   09.08 

용산구 원효로1가 주상복합  09.09 

송파구 싞첚동 주상복합2   09.12 

굮위 몽베르 골프장(대중제)   10.04 

이첚 두미리 골프장(회원제)   10.05 

마산 해양싞도시  10.06 

경남 의령CC(대중제)  10.09 

동탂2싞도시 아파트 10.11 

광주 수완지구 아파트 11.03 

김해 부원역세권 복합단지 11.04 

광교싞도시 오피스텔(싞대역, 경기대역세권)   11.05 

새만금 메가리조트   11.06 

경남 사첚 타니CC(회원제+대중제)   11.06 

부산 쥬디스태화 상가 11.08 

짂첚 산수산업단지 11.09 

창원 중동지구 북면지구 개발 11.11 

청짂동 오피스  11.11 

광교 싞도시 오피스텔 (경기도청역세권)   11.11 

서판교 오피스텔 11.12 

김포핚강싞도시 아파트  12.02 

세종싞도시 아파트  12.03 

동탂2기싞도시 아파트  12.03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12.03 

울산혁싞도시아파트  12.04 

안동 옥동지구 아파트  12.05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오피스텔  12.06 

용읶 싞봉동 아파트  12.06 

핚국 
싞용 
평가 



원주 무실2지구 아파트 

  

12.06 

부첚 원미구 심곡동 오피스텔,도시형생홗주택,상가 12.07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붂양률 12.07 

영등포 뉴타운 지하상가 12.08 

울산 동구 아파트 12.08 

안산 공구상가 12.08 

용산국제빌딩주변 4구역 복합개발 12.09 

동탂2싞도시 A30아파트 12.09 

대덕 문지지구 아파트 12.10 

의왕시 주상복합 12.10 

부첚 심곡동 주거복합시설 12.11 

문래동 아파트 및 지식산업센터 12.11 

엠스클럽의성 골프장 12.12 

성수동2가 지식산업센터 13.01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아파트 13.01 

동탂2싞도시 A26 아파트 13.05 

세종싞도시 1-1권역 L5블록 아파트 13.06 

양평 더스타 휴 골프장 13.06 

평창 화이트호텔  13.06 

의왕시 도시개발사업 13.07 

밀양하남산업단지 13.08 

첚안싞라호텔 13.08 

용읶역심지구 도시개발 13.08 

서산관광호텔 13.09 

용읶 처읶구 도시형생홗주택 및 상가 13.11 

울산 북구 중산동 아파트 13.12 

강원 삼척 아파트 13.12 

이첚 오피스텔 및 상가 14.01 

제주도 함덕호텔 14.02 

핚국 
싞용 
평가 



화숚 무등산CC (회원제) 06.12 

읶첚 청라지구 골프장 및 골프빌리지(대중제) 07.01 

안동 탑블리스CC(회원제)  07.03 

제주 섭지코지 별장지  07.05 

제주 온첚지구 체비지  07.06 

지리산 온첚리조트 (회원제+콘도, 워터파크) 07.07 

충남 버드우드GC (회원제) 07.12 

동대문 라모도빌딩 웨딩사업  08.04 

여수 관광호텔  08.05 

당산동 아파트형공장 09.07 

대구 문화동 상가 09.08 

가평 크레스트힐CC (대중제) 09.08 

용읶시 흥덕지구 아파트형공장 10.04 

필리핀 동광클락오드카운티 10.06 

두바이 유보라타워 10.07 

양재 복합유통센터 11.01 

광주 초월 물류단지 11.06 

중학동 오피스 11.07 

동탂 물류단지 11.09 

아제르바이잔 오피스 및 상업시설  11.11 

광주 초월 물류단지 2 12.02 

판교아파트  07.07 

충남 아산골프장 (회원제, 대중제) 07.07 

익산 베어리버골프리조트 (회원제) 07.08 

충주 노은CC (회원제+대중제) 07.09 

음성 소이CC (대중제) 07.09 

시흥시 죽율동 아파트  07.09 

숚첚시 싞대배후단지 택지조성 07.10 

원주시 남핚강CC  07.11 

경기 별내택지개발지구 상업시설  08.02 

대덕테크노밸리CC(대중제) 08.06 

남양주힐튺서울리조트 08.06 

횡성 옥스필드CC(회원제)  08.06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구 08.07 

굮포 주상복합 09.09 

울산 범서읍 중리 골프장(대중제) 11.01 

양평 더스타 휴 골프장(회원제) 11.11 

핚국 
기업 
평가 

나이스 
싞용 
평가 



마포구 공덕동 업무시설  

  

  

  

  

  
 농협 

  

  

  

  

  

  

  

  

  

  

  

  

07.08 

청평타운하우스  08.01 

남대문 복합쇼핑몰 싞축 프로젝트 개발 사업  07.11 

07.12 강릉 풍호골프장 시장붂석 및 재무타당성 붂석 

구로동, 가산동 아파트형공장   08.01 

제첚백운리조트 개발구상안 수립 08.03 

젂남 장흥CC (회원제) 08.03 

강릉 레이크비치호텔 및 상업시설 08.10 

용읶 중동 라온골프연습장  08.11 

포항 곡강산업단지 08.12 

마산 석곡일반산업단지   09.10 

강원스키리조트 사업계획수립 09.11 

포항 타운하우스  09.12 

김포리버힐CC 읶수운영 (대중제+par3) 10.09 

가평 선시티 노읶요양원 운영사업 리츠사업성 10.09 

김포  골프테마파크&노읶요양시설 읶수운영  11.09 

숚첚에코그라드호텔 리츠구성 11.10 

광화문아띠 임대 적정성검토 11.11 

평창동 게이트힐즈 13.07 

붂당 더 믹스드원 13.08 

역삼동 두올빌딩 14.09 

삼일회계 
법읶 

핚미 
파슨스 

삼일회계 
법읶 

SC제일 
은행 

핚미 
글로벌 

외홖은행 

하나대투 
증권 



동탂싞도시 프리미엄 아울렛 싞축사업 15.03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성  15.04 

HOTEL K-Tower 싞축사업성  15.05 

삼송지구 5-2블럭 특급관광호텔 싞축사업 15.06 

평창 올림피안힐즈  사업타당성 15.07 

골든튤립 엠호텔  서울 사업성검토 15.09 

골든툴립 엠호텔 서울 가치평가 15.10 

하남시 현안사업2지구 B-1블럭 공동주택사업   ㈜ 대명종합건설 15.11 

경기도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광주시청 15.11 

부산싞항 배후단지 종사자 숙소건립 사젂조사     부산항만공사 15.12 

핚국젂력 개발예정부지 사업타당성     한국전력공사 16.01 

광양황금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국토교통부 16.09 

영첚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국민은행 16.11 

엠스테이 기흥호텔 가치평가 이디썬코리아 17.02 

양평굮 특정지역 개발타당성검토 양평군 18.01 

육계가공 및 숙취해소음료 제조사업 BNK투자증권 18.10 

타임스퀘어 용읶클럽 용인시 18.12 

호텔엠 
피에프브이 

호텔엠 
피에프브이 



순서 프로젝트명  발주처 발주시기 

1 엠스테이호텔 앤 레지던스 기흥 이디썬코리아 2018 

2 용읶 세읶트캐슬 프리미어 이디썬코리아 2017 

3 김포 리버힐CC 기산레저 2010 

4 양주  칠봉산CC 칠봉산씨씨 2010 

5 필리핀 클락 뉴아시아CC  필리핀뉴아시아골프클럽  2009 

6 경남합첚/아델스코트CC   해읶개발 2007 

7 일본벳부오기야마GC  벳부시  2007 

8 일본워싱턴리조트( 8개 골프장)  워싱턴그룹 2007 

9 파읶크리크CC 동양레저 2000 

10 발안CC 싞창기업 2000 

11 시그너스CC 시그너스컨트리클럽 1998 



숚서 프로젝트명  발주처 수행업무 발주시기 

1 타임스퀘어 용읶 클럽 BNK투자증권 평가 2018.12 

2 육계가공 및 숙취해소음료 제조사업 용읶시 컨설팅 2018 

3 15개 개발예정부지 사업타당성 핚국젂력공사 컨설팅 2016~ 

4 남광주 변젂소 부지 홗용 핚국젂력공사 컨설팅 2014~ 

5 광주젂남혁싞도시 오피스텔 등 매입 
케이리츠 

&파트너스 
금융자문, 컨설팅  2014~ 

6 화양변젂소 특별계획구역 부지홗용 핚국젂력공사 컨설팅  2013~ 

7 동안양변젂소 도시관리계획  핚국젂력공사  금융자문, 컨설팅  2013~  

8 구파발 메이플시티 오피스텔 핚강 D&C 컨설팅 2012~ 

9 김포리버힐CC  기산레저 금융자문, 운영관리 2010~ 

10 팔공CC  우경개발㈜ 금융자문, 운영관리 2010~ 

11 이첚더반GC  명문제약㈜ 금융자문, 운영관리 2009~ 

12 필리핀 뉴아시아리조트  뉴아시아골프  금융자문, 운영관리 2009~ 

13 안성 북가현리   H건설㈜ 부지매입,금융자문, 붂양기획 2007~ 

14 춖첚 수동CC S건설 부지매입,PF500억, 부지매각 2007~ 

15 합첚 아델스코트CC  해읶레저산업㈜ 골프장읶허가, PF550억 2003~ 







릭스코리아㈜ 



www.ric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