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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곡과 제2판교권역의 공급과 더불어 기

존 특정업무권역의 전매제한이 해제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욱 두드

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빌딩임대시장‘서비스드 오피스’뜬다
요즘 오피스 임대시장에‘코워킹스페이스’(co-working space)가 등장해 주목

받고 있다.‘다 같이 모여 일하는 공간’을 뜻하는 코워킹스페이스는 북카페나 스

터디카페처럼‘창업’이나‘업무’라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탁 트인 곳

에서 모여 일할 수 있도록 월단위로 지정된 자리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건물주

에게 한두 층을 통으로 빌려서 사무공간으로 꾸민 후 보증금을 받지 않고 짧은 

기간 단위로 재임대를 놓는 식이다. 시장용어를 쓰자면 일종의‘전전세(轉傳貰)’

인 셈이다. 오피스의 답답한 공간에서 벗어나 라운지에서 일하고 정보를 공유한

다는 점에서 얼핏보면 스터디카페와 유사하지만 공간·아이디어 공유가 콘셉트

인 만큼 회의실이나 인터넷 와이파이, 사무용품 등을 함께 쓴다. 멤버십 관리자

를 중심으로 회원간 네트워킹이나 컨설팅이 이뤄지기도 하는 일종의 공용 사무

실이다. 언뜻 보면 단순한 사무실 임대 같지만 흔히 말하는 오피스 빌딩이나 섹션

오피스와 다르다. 업무용 빌딩은 건물주가 직접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과 월세를 받고 1~2년 단위로 공간을 빌려주는 형태이고, 섹션오피스는 구분등

기 형식으로 건물 일부만 분양받는 점에서 빌딩을 통째로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만 세 놓는 방식은 기존과 같다. 이에 비해 전전세 형식인 코워킹 스페이스는 주

로 회원제 형식으로 운영한다. 보증금 없이 짧게는 하루, 길게는 석달 단위로 임

대료만 받는다. 월세는 회원 1인 기준으로 개방형·분리형, 면적 등에 따라 월 10

만~50만원 선으로 달라진다. 임대료는 천차만별이지만 개성있는 인테리어와 개

방감을 찾는 수요자들이 둥지를 튼다. 강남 일대에 하나둘 생겨나던 것이 지금은 

성동구와 마포구 등에 이어 지방에서도 문을 열고 있다.

서울 오피스시장, 무너지는 3대 권역
1990년대 중반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돼온 서울 오피스시장의 공식이 무너지

고 있다. 전통적으로 서울 오피스시장은 도심·강남·여의도 등 3대 권역을 중

심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광역 교통망이 발달하고 정부가 특정 업무

권역에 세제 혜택을 비롯해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면서 오피스 밀집촌이 기존 

3대 권역을 넘어 서울 외곽과 

경기도 지역으로 폭넓게 확산

되고 있다. 내년에 상암DMC의 

오피스 누적 공급량은 약 172

만3,831㎡로 늘어나 10년 전인 

2006년의 7만3,438㎡에 비해 

20배 가까이 증가할 예정이다. 

새로운 오피스 지구로 급부상한 판교도, 2009년 오피스 공급면적이 7만2,656

㎡였으나 올해 말에는 294만7,17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에 제2

판교테크노밸리도 착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판교 오피스지구는 더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된다. 상암과 판교 외에 송도와 마곡도 떠오르는 오피스 밀집촌이다. 

송도의 경우 연면적 10만㎡ 이상되는 오피스빌딩이 대거 들어서면서 현재 오피

스 면적이 96만6,448㎡로 증가했다. 이처럼 서울 외곽과 경기도 지역에 신규 

오피스 밀집촌이 등장하면서 기존 3개 권역에 있던 임차인들이 이들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상암DMC에는 여의도에 있던 MBC를 비롯해 

남대문에 있던 YTN, 도심에 있던 JTBC 등이 둥지를 트는 등 언론사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판교는 주로 강남에 있었던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재 개발이 한창인 마곡지구에는 LG와 코오롱·대우조선해양·이랜드 등 

대기업 계열사를 포함해 총 60여개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 지역의 

교통 인프라 향상과 이에 따른 신규 권역의 형성으로 서울 오피스 시장의 탈중

ERA KOREA,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5 성황리 마무리
지난 9월 19일부터 사흘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진행한 동아시아 최대 부동산투자 박람회인‘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5’가 20여 개국 70개사 참여와 

15,000여명이 참가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ERA KOREA와 CENTURY21 KOREA 는 시티스케이프 전시장 내에 부스를 운영하여 해외업체, 지자체, 개

발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법인 및 개인고객과의 현장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준비한 사은품을 모두 소진하여 행사도중 별도의 사은품을 준비해야 할만큼 매우 호

응이 좋았다.

■ 오피스 /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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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들이 송도 국제도시에 몰리는 이유는 향후 성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최근 3~4년 사이 포스코건설·포스코엔지니어링·대우인터내

셔널·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동아제약·코오롱글로벌 등 대기업들이 입주

했으며 현재 입주기업은 총 800여개이다. 송도신도시에는 현재 2만6천여 가구

만 거주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9만6천가구까지 불어날 것으로 유통업계는 보

고 있다. 

부동산 리츠시장 급팽창
최근 부동산 경기회복과 저금리 영향으로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

장이 급팽창하고 있다. 올해 새로 설립하는 리츠만 40여개로 2011년 이후 4년만

에 연간기준 사상 최대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리츠 전체의 자산 규모도 연말이면 

17조원을 돌파해 2년전(12조원)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리

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오피스·상가 등에 투자한 뒤 주로 임대수

익을 6개월~1년 단위로 배당하는 상품이다. 일반인들이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전문 자산관리회사에 운용을 맡긴다는 점에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 불

린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에

는 2001년에 처음 도입됐다. 리츠가 최근 인기를 끄는 이유는 역시 수익률이다. 현

재 국내에 운영중인 리츠는 모두 118개로 올 1분기 평균수익률이 8.7%다. 일부 리

츠는 연 15~20%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

린다. 리츠 평균수익률은 지난해 연간 평

균 6.2%였지만 올 1분기 8.7%까지 높아

지며 상승세다. 그동안 오피스와 상업시

설 일색이던 리츠는 빠르게 투자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주택 리츠(13개)와 물류 

리츠(7개)가 올 신규 설립 리츠의 80%를 

넘는다. 물류 리츠 외에 호텔 리츠, 해외 

부동산투자 리츠도 선보이고 있다. 아직가지 국내 리츠는 기관투자자 위주로 투

자가 이뤄지고 있다. 일반인이 투자하려면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의 주식을 사

거나 새로 만드는 리츠가 공모를 실시할 때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국내상

장 리츠는 단 4개에 불과하고 공모형 리츠도 찾아보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리츠 

공모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3분기 중소형빌딩 거래 위축
올 3분기 중소형빌딩(500억원 미만) 시장에서 전체 거래 규모가 줄어든 가운데 개

인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분기 시장에서 거래된 중소형빌딩은 총 

277건으로, 이는 전분기의 307건에 비해 

1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거래 금액 

역시 1조3385억원으로 지난 2분기의 1

조7200억원에 비해 22% 감소했다. 지난

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미 유망한 중소형 

빌딩의 거래가 많이 이뤄진데다 여름 휴

가철과 명절 등 쉬는 날이 많았던 점이 3

분기 중소형 빌딩 거래가 줄어든 원인으

로 보인다. 매수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3분기 개인투자자들의 중소형빌딩 거래는 

총 232건으로 2분기의 210건에 비해 오히려 늘었으며, 법인은 42건으로 2분기의 

80건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진화하는 청담동 명품거리`
내로라하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줄지어 들어선 서울 강남구 청담동‘명품

거리’가 진화하고 있다. 거리를 메우고 있던 1세대 명품 브랜드들이 진화한 이

미지를 반영해 플래그십스토어(대형 단독매장)를 재정비하는가 하면 젊은 감

각의 신생 브랜드들까지 속속 모여들고 있다. 유명 건축가와 예술가와의 협업

이 잇따르면서 거리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예술품이 됐다. 지난 1일 청담사거리 

인근에 영국의 대표 명품 패션 브랜드‘버버리’의 플래그십스토어가 오픈했다.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건물 외관은 버버리 특유의 체크 무늬 문양을 형

상화해 누가봐도‘버버리’그 자체다. 버버리가 국내 최초 플래그십스토어를 건

립한 것은 한국시장에서 입지를 다시 한번 강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한국

시장에 첫발을 내딛은 브랜드

들이 승부수를 띄우는 곳도 청

담동 명품거리다. 이탈리아 명

품 의류 브랜드‘라펠라’는 지

난해 라펠라코리아를 설립하고 

올해 청담동 명품거리에 처음 

얼굴을 내밀었다. 브랜드 전략

에 따라 건물 입지가 달라지기

도 한다. 샤넬코리아는 종전 까

르띠에 매장을 700억원에 사들여 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까르띠에

는 옛 에르메네질도 제냐 매장으로 자리를 옮겨 연내 리뉴얼 오픈을 중비 중이

다. 크리스찬디올이 지난 6월 문을 연 세계 최대 규모 플래그십스토어‘하우스 

오브 디올’은 미국 뉴욕‘LVMH타워’를 지은 세계적 건축가 크리스티앙 드 포

잠박이 설계를 맡았다. 지난달 문을 연‘아크네스튜디오’의 플래그십스토어는 

컨테이너 박스같은 건물 디자인으로 북유럽 감성을 담은 브랜드 콘셉트를 고

스란히 담아냈다. 명품 브랜드들의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면서 예술적인 완성도

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청담동 명품거리 인근에 인기 연예기획사와 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한류 명소로도 떠오르고 있다.

송도국제신도시 유통 대전
인천 송도국제신도시가 국내 유통업계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반경 2km 공간에 

6개의 대형 유통업체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은 국내에서 전례가 드문 일이다. 신

세계그룹이 지난달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 송도국제신도시 59,600

㎡ 부지에 복합쇼핑시설을 만드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까지 5000억원

을 투자해 이곳에 대형마트와 백화점·호텔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복합쇼핑

시설 부지는 왕복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롯데그룹과 이랜드그룹이 짓고 있

는 복합시설과 마주보고 있다. 이랜드 옆에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들

어설 예정이다. 여기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는 대형마트 홈플러

스와 현대백화점 아웃렛도 건

설 중이다. 송도국제도시에 가

장 먼저 자리를 잡은 유통사는 

2013년 12월 문을 연 롯데마트

다. 롯데마트 옆으로는 2017년

까지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롯데호텔 등이 건설된다. 이런 복합쇼핑시설 구성은 

신세계와 거의 흡사해 두 유통 대기업간 정면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랜드

그룹은 관광과 쇼핑 결합을 차별화 포인트로 삼고 있다. 1단계에서 유통시설을 만

든 다음 2단계에 호텔을 짓는다는 구상이 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아웃렛으로 특화

한다. 내년 4월말 명품 등을 파는 프리미엄아웃렛을 열기위해 건물을 짓고 있다. 

■ 매매 / 투자

■ 리테일 /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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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이탈리아·그리스 등 일부 국가들이다. ECB는 유로존의 부동산가격 상승세

가 저금리와 개선된 고용시장 덕분에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부

동산가격 상승이 주택담보대출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없으며, 부동산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신뢰지수를 

높이고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뉴욕 맨해튼 부동산에 5년간 430억달러 유입
전세계 투자자들이 저금리 극복과 안전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뉴욕 부동산에 

지난 5년간 43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국 부동산시장에 몰려든 것으로 나타

났다. 지난 5년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곳은 뉴욕 

맨해튼으로 규모는 430억달러에 달했다. 

다음 로스앤젤레스가 120억달러, 보스턴

과 워싱턴DC가 90억달러가량,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가 70~80억달러가량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동

산자산은 도심 가운데있는 사무용빌딩으

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40%를 차지했

다. 할인매장 등 리테일에 대한 투자는 주로 해안도시에 몰려있으며 최근 중국

과 한국 투자자가 맨해튼 호텔에 투자한 것도 주요 특징으로 지목됐다. 롯데호

텔은 지난 5월 해외성장 전략에 따라 맨래튼 한복판의‘뉴욕 팰리스’호텔을 8억

500만달러에 사모펀드로부터 인수했다. 이에 앞서 중국 본토의 안방보험은 지

난 2월 19억5천만달러를 들여 뉴욕 고급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매

입하기도 했다. 미국에 입성한 외국인투자 자의 국적은 중동이나 아시아보다는 

미국시장에 대한 경험이 많은 캐나다가 많았다. 유럽에서는 미국시장이 익숙한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등이 주요 투자자였다. 아시아에서는 대부분 싱가포르, 

홍콩, 한국 등 선진국들이고, 중국 본토로부터 투자는 대부분 기관보다는 기업

이나 개인이‘프라이빗’형태로 집행했다. 올해 들어서는 싱가포르 투자자의 미

국 부동산시장 투자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 부동산 동향

유럽 부동산시장 기지개 켠다
유럽의 부동산시장이 수년간 이어진 침체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서 경제가 흔들린 아일

랜드와 스페인에서 가파른 회복세가 눈에 띈다. 유럽 부동산가격이 당분간 상

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장과열로 인한 거품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보고서를 통해 한동안 상승과 하

락을 반복했던 유로존 주택 부동산시장이 고비를 넘기고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

했다며 앞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로 폭락

한 후 2010~2011년 회복하는 듯했던 유럽의 부동산가격은 2012~2013년 다

시 하락하면서 등락을 반복해왔다. ECB에 따르면 올 1분기 유로존의 부동산 가

격은 전년대비 1.1% 상승했다. 특히 상승을 이끈 것은 아일랜드와 스페인이다. 

아일랜드는 같은 기간 부동산 가격이 전년대비 16.8% 뛰었으며 경제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며 구제금융을 받

는 신세로 전락했던 아일랜드는 공무원 임금 삭감 등 강도 높은 긴축정책으로 

2013년말 구제금융

에서 벗어났다.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외

국기업과 우수인재 

유치에 팔을 걷어붙

이면서 성장 가도에 

오른 아일랜드는 지난해 4.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유로존 평균치

인 0.9%의 다섯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스페인 부동산가격도 7년래 가장 큰 폭

인 전년대비 4% 상승을 기록했다. 특히 신규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9% 올랐

다.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1%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도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이다. 이밖에 오스트리아와 독일도 2007년 9

월부터 2013년말까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며 부동산가격이 각각 36%와 16%

씩 올랐다. 부동산가격이 아직까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곳은 프랑

■ 주요 임대 실적 (8월)

역삼동 영창빌딩 방배동 예광빌딩 역삼동 L&K빌딩 잠실동 서경빌딩 양재동 건영빌딩 양재동 엘타워

대치동 정헌빌딩 내발산동 280빌딩 역삼동 가영빌딩 반포동 반포골프백화점 삼성동 삼인빌딩 신사동 S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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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스튜디오 793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3-18
[대지면적] 287.6㎡
[연면적] 747.7㎡
[건물규모] 지상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11년 1월
[매매가] 35억원 
[특징] 대출이자 공제 후 연 7.15% 수익률, 외관 깔끔

코원빌딩
[위치] 서울 종로구 관철동 27-5
[대지면적] 179.5㎡
[연면적] 490.68㎡
[건물규모] 지상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7년 09월 
[매매가] 60억원
[특징] 종로구 피아노거리 상업지 개발물건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위치] 서울 종로구 평창동 174-2
[대지면적] 555㎡
[연면적] 317.82㎡
[건물규모] 지상2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3년 12월 (2004년 리모델링)
[매매가] 20억원
[특징] 북한산 기슭에 위치, 전면 북악산 조망, 품격있는 정원

송도 더샵퍼스트월드 아파트
[위치] 인천 연수구 송도동 4-1
[동호수] 1동 4201호
[분양면적] 218㎡
[전용면적] 172.55㎡
[준공연도] 2009년 01월
[매매가] 9억 5천만원 
[특징] 송도 센트럴파크, 해돋이공원 인근 위치

의정부 호텔
[위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498-6
[대지면적] 481.4㎡
[연면적] 2,334.98㎡
[건물규모] 지상7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03년 01월 (2015년 리모델링)
[매매가] 48억원  
[특징] 의정부역 신시가지 위치, 보 6억원/임 2천만원 임대중

부천시 원미구 상동 빌딩
[위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3
[대지면적] 438.5㎡
[연면적] 2,576.36㎡
[건물규모] 지상7층 / 지하2층
[준공연도] 1995년 04월
[매매가] 48억원 
[특징] 송내 영화거리 대로 이면 코너 위치하여 가시성 좋음

의정부 물류창고
[위치]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427-4, 11
[대지면적] 2,348㎡
[연면적] 935.55㎡
[건물규모] 지상3층
[준공연도] 2000년 11월
[매매가] 25억원 
[특징] 인근 산업시설 밀집지역 및 주한미군 이전계획지역내 위치

민족통일대통령빌딩
[위치]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89-20 외 4필지
[대지면적] 830.0㎡
[연면적] 7,247.7㎡
[건물규모] 지상14층 / 지하3층
[준공연도] 2008년 02월 (2010년 증축)
[매매가] 350억원 
[특징] 초역세권, 사옥용/공공용 빌딩으로 추천

[주]이알에이코리아부동산중개법인 TEL 02-6003-5000 서울 강남. 백승희

원남빌딩
[위치]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57-1
[대지면적] 914.6㎡
[연면적] 4,349.94㎡
[건물규모] 지상5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82년 11월
[매매가] 85억원 
[특징] 경수대로 가시성 최고의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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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장흥동 공장
[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73
[대지면적] 9,723.3㎡
[연면적] 8,898.26㎡
[건물규모] 지상3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5년 12월
[매매가] 63억원
[특징] 포항철강산업단지내 위치

성남시 상대원동 공장
[위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45-1외 2필지
[대지면적] 18,989.8㎡
[연면적] 29,987.77㎡
[건물규모] 지상5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78년 
[매매가] 350원
[특징] 성남일반산업단지내 위치, 아파트형공장/일반공장 적합

대전시 중구 은행동 건물
[위치] 대전 중구 은행동 45-11
[대지면적] 437㎡
[연면적] 1,901.74㎡
[건물규모] 지상5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80년 07월
[매매가] 30억원 
[특징] 역세권 인근, 의능정이 문화거리에 위치

남양주 진접읍 토지 
[위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84-6외 2필지
[토지면적] 4,364㎡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문화재보호구역기타
[매매가] 14.6억원 
[특징] 반경 500m 내 진접읍사무소, 홈플러스 위치
        단독주택지 적합, 필지별 매각 가능

군산시 경암동 토지
[위치] 전북 군산시 경암동 562-4외 7필지
[토지면적] 2,831㎡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정화구역
[매매가] 10.3억원 
[특징] 군산시청, 경찰서, 고속터미널 인근
        요양병원 및 원룸 주택지로 적합

야탑동 근린상업지
[위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49-8
[대지면적] 357.2㎡
[연면적] 197.35㎡
[건물규모] 지상2층
[준공연도] 2006년 01월
[매매가] 13억  
[특징] 개발 시 수익률 상승 효과

[주]이알에이코리아부동산중개법인 TEL 02-6003-5000 서울 강남. 백승희

제주도 서귀포시 창고 부지
[위치] 제주도 서귀포시 상효동 669-1외 1필지
[대지면적] 5,428㎡
[연면적] 1,071.06㎡
[건물규모] 지상1층
[준공연도] 1998년 12월
[매매가] 15억  
[특징] 인근지역 형질변경 후 전원주택 분양중 (지가상승 기대가능)

용인시 두창리 토지
[위치] 경기 용인시 원삼면 두창리 산 3-8외 2필지
[토지면적] 19,949㎡
[용도지역] 농림지역
[매매가] 21억원
[특징] 공장 인허가 득(제조장), 분할매각 가능

오산시 원동 공장
[위치] 경기 오산시 원동 541-3외 2필지
[대지면적] 7,104㎡
[연면적] 4,691.59㎡
[건물규모] 지상3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78년 09월
[매매가] 110억원
[특징] 건폐율 70%, 용적률 350%, 분할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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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빌딩
[위치] 광주 남구 주월동 1287-25
[대지면적] 384.3㎡
[연면적] 1,554.3㎡
[건물규모] 지상5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1년 11월 
[매매가] 6.5억원 
[특징] 일반상업지 개발부지

주안동 웰빙텔 (주영 Ⅱ)
[위치] 인천 남구 주안동 214-6
[대지면적] 164.3㎡
[연면적] 790.58㎡
[건물규모] 지상8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10년 06월
[매매가] 17억원 
[특징] 수익률 10%대의 투자가치 높은 건물, 주안역 도보 10분

황학동 민족통일빌딩
[위치] 서울 중구 황학동 2487
[대지면적] 479.0㎡
[연면적] 4,558.52㎡
[건물규모] 지상16층 / 지하3층
[준공연도] 2014년 09월
[매매가] 220억원
[특징] 역세권, 동대문 쇼핑타운, 왕십리뉴타운 위치 

도산대로 DMCC 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61-5외 1필지
[대지면적] 942.1㎡
[연면적] 3,855.09㎡
[건물규모] 지상10층 / 지하2층
[준공연도] 1984년 01월 (2005년 리모델링)
[매매가] 350억원
[특징] 도산대로변 사옥용도, 신축개발부지 추천

이수빌딩
[위치] 서울 서초구 방배동 812-1
[대지면적] 500.8㎡
[연면적] 1,024.27㎡
[건물규모] 지상3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78년 10월
[매매가] 60억원 
[특징] 함지박사거리대로이면, 근생및원룸 신축부지 개발물건

코쿤하우스
[위치] 서울 노원구 공릉동 431-3
[대지면적] 141.00㎡
[연면적] 303.81㎡
[건물규모] 지상5층
[준공연도] 2002년 10월 (2014년 리모델링)
[매매가] 14.5억원
[특징] ROE 12% 수익률, 공실없는 대학정문입지 원룸

[주]이알에이코리아부동산중개법인 TEL 02-6003-5000 서울 강남. 백승희

송도 더샵2차 오피스텔
[위치] 인천 연수구 송도동 4-1
[동호수] F동 206호/ F동 1003호
[분양면적] 91.3㎡ / 71.22㎡
[전용면적] 61.17㎡ / 47.1㎡
[준공연도] 2009년 01월
[매매가] 1억 8천만원 / 1억 4천만원
[특징] 송도 센트럴파크/해돋이공원 인근, 수익률 4~5%이상

파주 Top Plaza (오피스텔)
[위치]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1248-1
[대지면적] 494.9㎡
[연면적] 1,153.05㎡
[건물규모] 지상5층
[준공연도] 2010년 12월
[매매가] 31억원 
[특징] 순수투자금 17.6억원, 수익률 14%

천일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 961-1
[대지면적] 462.5㎡
[연면적] 1,496.92㎡
[건물규모] 지상5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89년 12월
[매매가] 74억원
[특징] 대치사거리 코너 인근 건물, 신축(리모델링) 추천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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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ing

도산대로변 DMCC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61-5외 1필지
[대지면적] 942.1㎡
[연면적] 3,855.09㎡
[건물규모] 지상10층 / 지하2층
[준공연도] 1984년 01월 (2005년 리모델링)
[3.3㎡당 임대가] 보 100만원/임 5.5만원/관 2.35만원(기준층) 
[특징] 도산공원사거리 도산대로변 입지 (전층임대)

렉서스 대치사옥빌딩 5,6,7층
[위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9
[대지면적] 1,487.7㎡
[연면적] 11,496.97㎡
[건물규모] 지상7층 / 지하5층
[준공연도] 2000년 12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70만원 / 임대료 4.5만원 
[특징] 영동대로변 럭셔리한 인테리어 사무실

오디바이크타워 6,7층
[위치] 서울 강동구 성내동 379-21
[대지면적] 800.2㎡
[연면적] 4,883.8㎡
[건물규모] 지상11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12년 11월
[3.3㎡당 임대가] 보 100만원 / 임 5.27만원(기준층)
[특징] 길동사거리 대로변 랜드마크 빌딩

원남빌딩
[위치]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57-1
[대지면적] 941.6㎡
[연면적] 4,349.94㎡
[건물규모] 지상5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82년 11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11만원 / 임대료 3.5만원 
[특징] 홍보효과 최고의 자리 전체 임대

세림빌딩
[위치]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17-20 
[대지면적] 747.8㎡
[연면적] 3,181.2㎡
[건물규모] 지상5층 / 지하2층
[준공연도] 1997년 09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50만원 / 임대료 3.9만원
[특징] 떠오르는 성수동 상권, 저렴한 임대조건

KM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67-3 
[대지면적] 958.7㎡
[연면적] 3,641.2㎡
[건물규모] 지상7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5년 03월 
[임대가] 보증금 1억원 / 임대료(관리비포함) 1,100만원(1층)
[특징] 1층 무권리, 골프웨어 및 장비, 의류판매 등 추천

동부이촌동 맨션 아파트 상가
[위치]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3
[대지면적] 718.55㎡
[연면적] 3,469.44㎡
[건물규모] 지상5층
[준공연도] 1971년 03월 
[임대가] 보증금 2억원 / 임대료 800만원 / 권리금 협의중 
[특징] 동부이촌동 대로변 위치,, 주거밀집지역, 소비력 높음

미동빌딩 (전층)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7-26
[대지면적] 949.7㎡
[연면적] 3,955.02㎡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2층
[준공연도] 현재 전체 리모델링 공사중
[임대가] 보증금 9.49억 / 임대료 8,080만원 
[특징] 역삼동 도보 10분, 통임대 가능

한신인터밸리 (310호)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4
[대지면적] 6,107.5㎡
[연면적] 80,337.3㎡
[건물규모] 지상22층 / 지하8층
[준공연도] 2007년 07월 
[임대가] 보증금 3억원 / 임대료 1,200만원
[특징] 테헤란로 선릉역 랜드마크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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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정동 신축빌딩
[위치] 서울 중구 정동 17-4
[대지면적] 2,084.3㎡
[연면적] 9,958.6㎡
[건물규모] 지상9층 / 지하3층
[준공연도] 2015년 12월 예정 
[3.3㎡당 임대가] 오피스 4.5만원 / 근생 협의
[특징] 시청, 덕수궁 인근, 사옥, 학원, F&B, 병원 등 추천

용성비즈텔빌딩 B1
[위치]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14-1
[대지면적] 1,040.30㎡
[연면적] 16,459.64㎡
[건물규모] 지상19층 / 지하6층
[준공연도] 1995년  
[임대가] 보 1억원 / 임 750만원 / 관 276만원 
[특징] 신용산역에서 바로 연결

20타워
[위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2-11
[대지면적] 271.78㎡
[연면적] 2,463.64㎡
[건물규모] 지상7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06년 05월
[임대가] 보 8,500만원 / 임 600만원 / 관 150만원
[특징] 봉은사로 대로변 위치, 봉은사역 도보 3분 거리

IN 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91-2
[대지면적] 347㎡
[연면적] 1,120㎡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6년 08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63만원 / 임대료 3.1만원
[특징] 층고높은 1층, 전시장 및 카페 추천

노아빌딩 1층
[위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2
[대지면적] 627.0㎡
[연면적] 1,649.11㎡
[건물규모] 지상5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85년 10월
[임대가] 보증금 1억원 / 임대료 600만원 
[특징] 압구정역 2번 출구, 상가, 학원, 주거 밀집지역

이앤피타워3 별관 (신축)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2-11
[대지면적] 371.80㎡
[연면적] 1,455.29㎡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15년 10월 예정
[3.3㎡당 임대가] 보증금 96만원 / 임대료 5.76만원(기준층)
[특징] 르네상스호텔사거리, 언주로 이면, 주택상업지역

역삼동 신축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1-14, 21
[대지면적] 650.4㎡
[연면적] 2,691.29㎡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15년 10월 예정
[3.3㎡당 임대가] 보 약 140만원 / 임 약 10만원(평균)
[특징] 초역세권 상권 입지 (무권리)

S&S타워
[위치] 서울 강남구 청담동 87-4
[대지면적] 330.5㎡
[연면적] 2,958.6㎡
[건물규모] 지상12층 / 지하4층
[준공연도] 2015년 12월 예정
[3.3㎡당 임대가] 보 153만 4천원 / 임 10만원 / 관 3.83만원
[특징] 학동사거리 대로변 빌딩

래미안상가 1층 (대로변)
[위치] 서울 강남구 도곡동 91-5
[대지면적] 804.2㎡
[연면적] 842.39㎡ / 전용면적 298.8㎡
[건물규모] 지상2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1년 12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330만원 / 임대료 11.6만원 
[특징] 매봉터미널사거리 대로변 1층 상가 (업종제한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