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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증가하는

임대주택사업의 미래, 
KD Living이 열어갑니다!

COMPANY
PROFILE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함께 1인 가구 증가, 소형주택선호도 증가,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등 민간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설립된 KD Living은 임대주택에 대한

다양한 고객의 Needs와 혁신적인 운영관리 서비스를 제시하고, 

나아가 임대주택 활성화, 공급확대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 

건설경기 부양 등 사회적으로도 기여하는 기업을 지향합니다.

대한민국 임대주택사업의 미래, KD Living이 열어가겠습니다!

※사진출처 : 로얄 파크스 미나토미라이

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문기업 -

I. Company Profile II. Business Area III. Main ProjectKD Living Rental hous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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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이티

매  출  액 : 20조 2,335억원

자  본  금 : 1조 5,645억원

신용등급 : AAA(stable)

회  사  명 : (주)케이디리빙

자  본  금 : 10억원

주       주 : kt estate (51%)
              Daiwa Living(49%)

2014년 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예정

자  본 : 1억엔
주  주 : Daiwa House (100%)
매  출  액 : 2조 522억엔
영업수주 등 업무 노하우
운영ㆍ관리 경험
- 관리호수 30만호 보유, 전산시스템 보유

자     본 : 1조 312억원

주     주 : kt (100%)

부동산 자산
- 보유자산 2조 300억원(2013. 03 현재)

kt AMC를 통한 증권/유동화 역량

(51%)
(49%)

회  사  명 : 다이와하우스공업(주)

매  출  액 : 2조 80억엔

자  본  금 : 1,101억엔

신용등급 : AA-(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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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그룹 kt estate와 일본 Daiwa Living의 합자법인

KD LIVING은 국내 최초의 
임대관리회사입니다!

HISTORY

KD Living은 kt그룹 종합부동산회사 kt estate의 개발ㆍ유동화 역량과 일본 주택업계 1위 기업인 Daiwa House그룹의 

선진 노하우와 시스템을 고루 갖춘 합자법인이자, 국내 최초의 임대주택 운영관리회사입니다.

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문기업 -

KD Living Rental housing business

■ KD Living 제휴 관계

■ KD Living 주요 연혁

1
|  회사 소개

I. Company Profile II. Business Area III. Main Project

부동산 및 임대주택사업 전문가들로 특화된

최고의 맨파워와 
조직체계를 갖추었습니다!

Organization Chart

KD Living만의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맨파워와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다 빠르고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
|  조직도

CEO

마케팅리서치

시장전략/홍보

의뢰사이트초기검토

금융기관대응

기간시스템 개발/관리

공실시스템 관리

시스템유지, 보수

전용부설계

공용부설계

특화서비스 기획

상품기획팀 전 산 팀

운영수지/리스크관리

영업수주/마케팅

PM전반 총괄

FM현장교육, 지도

운 영 팀경영기획팀

비상무이사비상무이사

감 사

본 부 장

■ KD Living 조직도
2012년 11월

㈜KD Living 설립 kt그룹 계열사로 편입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예정

2013년 1월 201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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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운영에서 관리, 매각까지

임대주택사업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세제혜택과 안정 수입으로 많은 토지 소유주들이 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하지만

전문성의 부족으로 상품 경쟁력 약화, 공실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주택임대관리회사 KD Living은 kt estate의 시행대행 능력과 

일본에서 37만호의 임대주택을 운영중인 Daiwa Living의 운영노하우,

kt AMC의 유동화 역량 등의 시너지효과를 적극 활용, 

건설ㆍ임대/운영(Master Lease/위탁관리)ㆍ매각까지 

임대주택 사업상의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문기업 -

I. Company Profile II. Business Area III. Main ProjectKD Living Rental housing business

BUSINES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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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운영은

탁월한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  임대주택사업 시 장점BENEFIT

토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지어 운영하면 다양한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경기와 상관없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토지매각이 불필요하여 보다 간편하게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문기업 -

KD Living Rental housing business

1

I. Company Profile II. Business Area III. Main Project

임대주택사업은

풍부한 세제혜택과 
안정적 수입이 확보됩니다!

BENEFIT

임대주택 사업은 안정성과 자산승계, 세제혜택의 장점을 제공합니다.

불황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고, 자산을 물려줄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출 시 취ㆍ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이 따릅니다.

|  임대주택사업 시 장점

■ 임대주택사업 시 장점

안 정 성
Stability

자산승계+ +
Succession

세제혜택
Bene�ts

■ 경제상황에 좌우되지 않음

■ 장기적ㆍ안정적 수입

■ 토지특성을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로 

   안정성 강화

■ 토지매각불필요

■ 가치있는 자산을 승계

■ 다음 세대에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함

일정 요건 만족 시, 

■ 취ㆍ등록세  25%감면~최대면제

■ 재산세 감면 25%감면~최대면제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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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기획, 임대, 운영, 매각 등

KD Living이 가장 가치있는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Value Chain을 총괄하는
사업컨설팅을 제안합니다!

SERVICE SERVICE

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문기업 -

KD Living Rental housing business

■ KD Living 사업의 흐름

2
|  사업영역 |  시행대행 / 컨설팅

■ kt estate & kt AMC와의 co-work 체계■ Total Solution

I. Company Profile II. Business Area III. Main Project

입지분석

수요분석

사업성 검토

자금조달 컨설팅

kt AMC를 통한 리츠/펀드 매각

입주자모집

임대차 계약체결

임대료 및 관리비 청구

체납관리 및 명도지원

입주 및 퇴거 관리

시설관리

정기 보고

법률지원

기획단계의 각종 분석을 통한

최적의 상품기획(전용부+공용부)

시  행

설계 / 건설

운영관리

매각

사업기획

일반적인 사업의 흐름 KD Living 사업의 흐름

상품기획

임대운영관리

매각자문

운영/관리

개발/투자 유동화

■ 포트폴리오 분석

■ 사업방식 분석

■ 설계/인허가 검토

■ 사업비 절감방안 도출

■ 시공관리

■ 외부자금 조달

■ 달유동화전략 수립

■ 포트폴리오 전략 제안

■ 재무구조 개선

■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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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 및 임대서비스의 토탈솔루션!

KD Living의 전문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가치창출을 극대화 합니다!

번거로운 관리업무도 걱정 끝!

One-stop 운영관리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SERVICE SERVICE

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문기업 -

KD Living Rental housing business

■ Master Lease
  •㈜KD Living은 오너의 안정적 자산경영과 자산가치의 유지·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오너의 경영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시스템(Master Lease)을 마련해, 사전 검토를 비롯해 입주자 모집, 리폼 제안,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 위탁관리(일반관리)
  •㈜KD Living은 오너의 안정적 자산경영과 자산가치의 유지·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오너의 관리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당사에서는 오너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관리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실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임대료 보장, 공실 리스크 해소

■ 지속적인 운영관리서비스 제공

■ 장기간 안정적인 경영 가능

■ 지속적인 운영관리서비스 제공

■ 주요 관리업무

   - 임대료 사정, 입주자 모집, 임대차 계약(해약)

   - VOC 대응, 시설관리업무, 정기보고업무 등

|  운영 / 관리 |  운영 / 관리

I. Company Profile II. Business Area III. Main Project

임대료 + 관리비

계약관리,  
임대료 회수관리
VOC관리

Control

시설 서비스 제공

Owner KD Living

FM 회사

Tenant

확정임대료 수입

PM 레포트 계약관리,  
임대료 회수관리
VOC관리

임대료 + 관리비

Control

시설 서비스 제공

Owner KD Living

FM 회사

Tenant

관리비용
(PM fee + FM fee)

KD Living

임대료 + 관리비

계약관리,  
임대료 회수관리
VOC관리

Control

시설 서비스 제공

Owner KD Living

FM 회사

Tenant

확정임대료 수입

PM 레포트 계약관리,  
임대료 회수관리
VOC관리

임대료 + 관리비

Control

시설 서비스 제공

Owner KD Living

FM 회사

Tenant

관리비용
(PM fee + FM fee)

KD Living

3

KD Living의 역할
KD Living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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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e 동대문지사와 대연지사 등

임대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kte 동대문지사

•kte 대연지사

•kte 영등포2차

KD Living의 임대관리사업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780세대 규모의 kte 동대문지사(2016년 준공 예정)와

550세대 규모의 부산 kte 대연지사(2016년 준공 예정)의

상품 기획에서부터 운영ㆍ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선진화된 KD Living의 서비스와 전문 노하우로 

국내 최초 임대관리기업의 신뢰와 명성을 쌓아가겠습니다.

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문기업 -

I. Company Profile II. Business Area III. Main ProjectKD Living Rental housing business

MAIN
PROJECT



| 16 | 17 |

kte 동대문지사 kte 대연지사
The Landmark Tower
DONGDAEMUN COMPLEX, SEOUL

The Landmark Tower
DAEYEON  COMPLEX, BUSAN

PROJECT PROJECT

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문기업 -

KD Living Rental housing business

■ 사업개요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86

  •대지면적 : 4,832㎡

  •건물규모 : B5-22F

  •연면적 : 55,704㎡

  •개발상품 : 오피스텔(516세대)
                  도시형생활주택(262세대)
                  판매시설

■ 사업개요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4-5

  •대지면적 : 3,545㎡

  •건물규모 : B6-20F

  •연면적 : 40,751㎡

  •개발상품 : 오피스텔(286세대)

                  도시형생활주택(260세대)
                  판매시설

1 2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 3-19F

판매시설

Retail B2-3F

오피스텔 오피스텔 3-20F

SITE SITE

Seoul, Korea Busan, Korea

I. Company Profile II. Business Area III. Mai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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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e 영등포2차
The Landmark Tower
YEONGDEUNGPO COMPLEX, SEOUL

PROJECT

임대주택 운영관리 전문기업 -

KD Living Rental housing business

■ 사업개요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8가 35-1

  •대지면적 : 8,004㎡

  •건물규모 : B3-18F

  •연면적 : 55,123㎡

  •용적률 : 449%

  •개발상품 : 오피스텔(796세대)
                  판매시설

3
오피스텔 3-18F

SITE

Seoul, Korea

임대주택 관리전문기업 KD Living이

선진화된 서비스와 안정적인 수익창출로, 
최고의 사업파트너가 되드립니다다!

임대주택사업은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임대주택 운영관리기업, KD Living은

보다 선진화된 운영노하우와 서비스를 통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 및

최상의 수익창출을 통해 고객의 감동과 행복을 더 크게 만들겠습니다.

I. Company Profile II. Business Area III. Main Proj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