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D ORSC
OWNER’S REPRESENTATIE SERVICES



학력
고려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고려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교육원 IPO과정 수강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교육원 자금조달컨설팅 miniMBA과정 수료

절세TV 대표세무사
2021 행정안전부장관상
친친디그룹  Co_Founder/CFO

대외활동
납세자 권익보호 기여 공로 인정 2020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한국세무사회 여성세무사 위원회위원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 감리위원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2020년~2021년 한국경제TV <세상의모든절세> 윤나겸의 절세TV 방송
2019~2021년 한국경제TV 부동산대전망 등 절세강연 다수 

저술
2021  <세금읽어주는부자2021> 대표 저자
2018  한국경제<시장을 읽는 부동산 투자> 공동저자

윤나겸 CFO

Executive Team

학력
세화고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전공: 문예창작/부전공: 영화) - 
서강대학교 메타버스대학원 (전 영상대학원) 영상매체학 석사, 박사수료
서강대학교 메타버스대학원 최고위과정 S-META 수료

現 (주)스테이션블록 대표이사, 역세권임대주택개발연구소 소장
現 (주)친친디펀딩 대표이사
누적 120개 현장의 중소규모 개발사업관리 프로젝트 총괄 PM

대외활동
現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회 건축 IT사업관리활동위원회 부위원장
前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기술인회 일자리활동위원회 위원
한국프롭테크포럼 정회원
한국 스마트모듈러포럼 정회원

저술
2021  <서울주택_임대트렌드리포트> 대표 저자
2018  왕초보 건축주 탈출기 <돈버는 집짓기> 저자

서동원 의장



Portfolio

630+건 4,200+건

20+건 600+건

1,000,000+건

부동산 PM 및 CM 

개발사업컨설팅 (사업성분석, 기획, 계획서�작성)
CM용역�및�프로젝트�자문

세무관리

세무상담�및�세무자문등
법인설립�및�개인기업의�법인전환

부동산�매입/매각관리  

부동산�매입/매각�자문
임대/임차�및�부동산�투자�자문�컨설팅

자산가�교육

온라인/오프라인�세미나�주관
건물주대학, 건축주대학�운영

마케팅 

자사�운영�채널�누적�조회�수 



Experience

삼성 타워팰리스 III & I, 서울 2002년/2004년

PM

포스코 센텀스타타워, 부산 2009년

포스코 쎈트럴스타타워, 부산 2011년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레지던스, 서울 2007년

국립 현대미술관, 서울 2013년

테스코 ASIA 리더십 아카데미, 인천 2011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프로젝트, 서울 2014년

롯데관광개발 드림타워, 제주 2014년



백양산 삼정 그린코아, 215세대, 2011년
아산 양우 내안애, 1,440세대, 2013년
천안시 안서동 코아루 에뜨젠, 276세대, 2016년

아산시 성우 더파크 2차, 369세대, 2017년

천안시 불당 지웰시티 푸르지오, 983세대, 2015년
안성시 공도 서해그랑블, 976세대, 2016년

천안시 두정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2,586세대 2017년

Experience
분양



Experience

12호 안국동 Y빌딩, 2017년

다양한 중소형 프로젝트 진행

45호 거여동 빌딩, 2018년
84호 화곡동 상가주택, 2018년

99호 숭인동 상가주택, 

76호 가락동 빌딩, 2019년
78호 역삼동 빌딩, 2019년

101호 둔촌동 상가빌딩, 2021년 



강원도 원주 친친디 11호<솔저 하우스>, 2018년
울산시 중구 친친디 15호 <함께가요> , 2017년
연희동 친친디 60호, 2018년

양평 <모던엣홈>, 2018년

철원 친친디24호 <효 하우스>, 2018년
양산 친친디 21호 <기차길 옆 오붓한 집>, 2016년 

산청 친친디 1호 <산청의 봄>, 2016년

Experience
단독주택 프로젝트



Owner’s Representative Services / ORS

ORS란�건설분야사업�프로젝트의�첫단계인�고객의�생각부터�함께하여 
사업기획/개발/프로그램/설계시공/CM/PM/디자인/인테리어/아트/VE/임대분양/빌딩관리/ 대관청/민형사�등
건설사업의�모든�과정을�수행함에�있어서, OR컨설턴트가�창의적인�사업기획력과�전문지식과�풍부한�경험으로
프로젝트�오너인�고객의�역할을�완벽하게�대행함으로, 사업의�시행착오를�미리�방지하고, 설계자�시공자�뿐
아니라�협력업체와�벤더들까지�원활하게�리드함으로, 오너에게�어떠한�피해와�손실도�발생치않게�사업을
마무리하여�최상의�결과를�고객께�드리는�차별화된건설전문�컨설팅�서비스입니다.

ORS Works
We act & lead all the belows as proxy of Owner

사업기획 & 컨설팅
프로그래밍 & 컨설팅
건설개발�전과정�오너대행

Partners & Network

Law / Acount / Finance / Trust / Asset / Reits / Capital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프로젝트관리�오너대행
프로젝트�수행업체관리�오너대행
저수익�프로젝트의�회생전략�및�사업제안



Owner’s
Duty on Development

프로젝트명 I  양양하조대 리조트 부지 매각
일자 I  2020.09

수행실적 I  ORS 
대지면적 I  37,228.9㎡

/ 사업지매각

최초구상  I  Owner’s Initial Plan

수행조직  I  Professional Team

아이디어  I  Strategy of Development

타당성분석  I  Feasibilty Study

대상부지  I  Land Analysis

가능규모  I  Volume-Study & Master-Plan

사업계획  I  사업수지분석-예상수익 / Coceptaul Planning

예산수립  I  Project Budgeting

자금계획  I  S.Money-B.Loan-PF-Investor / ProjectFinancing

사업계획  I  사업수지결정-사업결정 / Detailed Planning

토지매수  I   Buy the Site

프로그램  I  Space Programming

설계발주  I  설계회사 선정 / Design

설계관리  I  Owner’s Requirement

공사예가  I  BuildingBudgeting

공사발주  I  건설회사 선정 / Bidding & GMP

감리발주  I  감리회사 선정 / CM & Supervising

공사관리 Ⅰ  I  Decision & Coordination

공사관리 Ⅱ  I  Cost-Quality-Schedule-Contractor

공사관리 Ⅲ  I  Evaluation-Payment-Sub.Contractor-Vendor

공사관리 Ⅳ  I  De-Costing & V.E.

대관업무  I  인허가-민원-민형사 / Government’s Works

분양판매  I  Sales

임대계획  I  Tenants

모델하우스  I  Model-House or Mock-Up

인테리어 & F.F.E.  I  Visual Design

빌딩관리  I  관리회사선정 / Facility Management

준공입주  I   Opening

자산관리  I  등기-세금 / Asset Management

개발완료  I  Handover

사후관리  I  Sale & Re-Development



CEO’s Message

지금�우리가�사는�세계는 ‘불확실성’ ‘복합성’ ‘다양성’ ‘정보화’ ‘세계화’의�세상이며, 놀라운�스피드로

우리의�산업경제와�생활을�변화시키고�있습니다.

내�계획이�최고인줄�알았는데�어느새�더�좋은�아이디어가�나를�밀어내는�세상입니다.

고객께서�지속가능한�성장을�이루고�유지하기�위해서는, 월등히�차별화된�계획으로�치밀하게�목적을

이루고�수익을�창출해야�합니다. 고객의�바로�그�일을�성공시켜주는�전문가조직이�바로 CCD ORS입니다.

CCD ORS는�건설분야�오너대행�전문컨설팅�시스템을�구축하고, 급변하는�시장환경과�고객의�상황에�따라

최적화된�맞춤형 Hybrid Consulting 서비스를�제공함으로, 고객의 Needs를�높은�만족도로�보답하여

고객과의�장기적인�파트너쉽을�이어가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lobal Network

New York / Design Studio Libya Office Seoul Head Quarters

Hawaii

Saudi Arabia

Equatorial Guinea

United Arab Emirates

Kazakhstan
China

Hong Kong
Vietnam

Malaysia

East Timor

New Zealand



(주)친친디 (주) 친친디CM건축사사무소절세TV 세무회계사무소
(주)친친디펀딩

(주)친친디부동산중개법인
(주)홈플릭스 (주)스테이션블록 (주)스페이스더블에스

COMPANY HISTORY

2016년
주택건축 O2O플랫폼 친절한 친환경 디자인하우스 프로젝트 런칭.

성공적인 프로젝트 운영으로 <친친디> 법인을 설립.
건설사업관리사업(PM, CM)을 시작.

<서울 거여, 면목, 연희, 신사, 가락, 역삼, 논현, 화곡 경기 여주, 수원, 광주, 평택 등> 

2018년
건축 시공 설계 <친친디CM건축사사무소>

건축자산관리교육학원 <친친디건물주학원>
건축주자금조달 <친친디 펀딩>

건축주세무회계 <절세TV 세무회계>
토지매입 및 매각 부동산 거래중개 <친친디 부동산 중개법인>

모듈러 IoT 주택전문기업 <친친디하우스>를 [친친디CM그룹]으로 성장.

2019년
조선일보, 무궁화신탁, 빌사남, 모켄리조트, 한샘, SY그룹과 전략적 업무 협약.

동대문 패션도매시장 상인 교육 및 한국경제TV 건물주대학 진행.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진행.

부동산 중개 및 자산관리 서비스.

2020년
기업부설 연구소 <역세권 임대주택 개발연구소> 설립.

서울대학교 부동산학회 SRC, HDC 현대산업개발 계열사 부동산114 협업.
SBS 좋은아침 <하우스> 출연.

한국경제TV <헌집줄게 새집다오> 출연.

2021년
건설사업관리 누적 150여개.

<2021 서울주택 임대트렌드리포트> 발간.
<2021 세금 읽어주는 부자>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