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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  Realty Times

▲ 2015 ERA KOREA WORKSHOP 2015.10.16~17

가을 이사철 짐 싸는 증권사들
유진투자증권이 금융계열사 유진자산운용, 유진투자선물, 유진프라이빗에쿼티

와 함께 유진그룹빌딩(옛 중소기업진흥공단빌딩)으로 이전했다. 유진투자증권이 

나간 자리는 KB투자증권이 채운다. KB투자증권은 그동안 단독 사옥이 없어 신

한금융투자빌딩에 들어가 있었다. 유진투자증권이 나간 자리를 정리하고 나면 

연말에 보금자리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유진투자증권빌딩은 KB자산운용이 사

모펀드를 통해 매입했으며 KB투자증권과 KB생명이 입주할 예정이다. 대신증권

은 을지로 명동성당 근처에 본사 사옥을 짓고 있으며 공사가 끝나는 내년 말이나 

2017년초 입주할 예정이다. 증권사들이 올 가을 이사 채비를 하는 것은 계열사

를 한 데 모아 협업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일본식 미니 면세점, 골목상권도 살릴까
시내 면세점 사업을 따내기 위한 대기업들의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도

입하려는‘미니 면세점’이 골목상권을 활성

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상품 

구입 후 공항 등에서 세금을 돌려주는 사후

면세점(Tax Refund Shop)을 세금없이 물품 

구입이 가능한 사전면세점(Duty Free Shop)

으로 전환시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기업

이 독점하고 있는 사전면세점을 소상공인에

게 문호를 넓히겠다는 것이어서 면세점의 대

기업 독점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도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소규모 면세점에서도 

사전 면세를 해주는 일본식 미니 면세점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내년부터는 관광객의 선택에 따라 사전, 사후 환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제

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은‘미니 면세점’이 소상점과 지역 경제

에 활기를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건을 구매하는 즉시 소비세(8%)를 환급

3분기 서울 오피스 공실률 하락 추세
2015년 상반기 서울 오피스시장은 임대가 및 공실률 모두 최고치를 기록하였

으나, 3분기에 접어들면서 프라임 오피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실률이 하락세

로 전환하였다. 3분기 오피스 마켓리포트(5개 업체 평균 집계)에서 서울 오피스

빌딩 평균공실률은 8.3%로 2분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주요 권역별로 살펴

보면, 도심권(CBD) 평균공실률은 9.3% 이며, CBD내에서도 종로 인근 신축 빌

딩(D타워 등)과 남대문로 인근 대형 공실(와이즈타워 등)이 해소되었고 한화그

룹의 삼성그룹 4개사 인수로 그룹사 빌딩과 인근빌딩(한화장교빌딩, 한화생명

태평로빌딩, 파인애비뉴) 내 임차수요가 증가하였다. 강남권(GBD) 평균공실률

은 7.8%이며, 타권역 이전 수요의 흡수(암웨이, 제일모직 등)와 게임·IT업체 수

요(더블유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가 다시 강남으로 이동하면서 하락세로 전환

하였다. 여의도권(YBD) 평균공실률은 7.9%이며, 동여의도 내 프라임 오피스의 

공실률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4분기 공실률은 종전부동산 지방 이

전 및 신규 공급량 증가로 인해 강남과 기타권역에서 공실이 발생할 예정임에 

따라 3분기 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오피스 권역별 평균임대료

는 환산전세가 기준으로 도심권(CBD) 9,024천원/3.3㎡, 강남권(GBD) 6,930천

원/3.3㎡, 여의도권(YBD) 6,287천원/3.3㎡으로 나타났다. 

■ 오피스 / 빌딩

■ 리테일 /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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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코자산신탁이 매각을 추진해 온 NH농협캐피탈빌딩은 지하6층~지상11층, 연면

적 20,700㎡ 규모로 인수가는 1000억원 안팎이다. 또 서울 강남 테헤란로의 대

표적인 프라임급 오피스빌딩인 캐피탈

타워(옛 한솔빌딩)는 코레이트투자운

용의 리츠에 5100억원에 매각될 전망

이다. 이외에도 최근 매물로 나온 시내 

주요 오피스들의 새 주인 찾기가 본격

화하는 모습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코람코자산신탁이 매각한 서울 남대문

로 STX남산타워를 약3400억원에 인

수한 것을 비롯해 삼성생명이 내놓은 

종로 수송타워와 종로타워는 이지스자

산운용이 사들였다. 또 여의도 하나대투빌딩과 강남 나라종금빌딩은 코람코자산

신탁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올 상반기에는 옛 쌍용양회빌딩인 씨티센터

타워와 동국제강이 삼성생명에 매각한 수송동 페럼타워가 새 주인을 찾는데 성공

했다. 올해 3분기까지 부진했던 부동산 거래 규모가 4분기 들어 회복되고 있다. 연

말까지 매각작업이 진행 중인 중대형 오피스빌딩이 다수여서 거래 규모가 큰 폭

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들, 위기대응 시작됐다
국내 주요 기업이 앞다퉈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다. 돈 되는 자산을 대거 매각해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점점 좋지 않아지

는 상황에서 최대한 현금을 확보해 일단 위기만이라도 넘겨보자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을 비롯해 롯데, 애경, 대우조선

해양, 동국제강 등이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거나 매각해 현금 확보에 나섰다. 삼성

생명은 서울 세종대로 본관 매각과 함께 10여건의 부동산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이

다. 세종대로 본관은 매각 희망가가 6500억원 안팎으로 연내 매각을 목표로 매

수자를 접촉 중이며, 종로타워와 수송타워도 매각이 추진 중이다. 최근 도심지역

의 프라임빌딩 거래가 3.3㎡당 1900만~2400만원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삼

성생명 본관을 포함한 10건의 매물이 주인을 찾을 경우 2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쥘 수 있다.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이미 보유 부동산 매각

을 통한 현금 확보에 나섰다. 매각하는 대신 그 건물을 장기 임차하는‘세일스앤

리스백’방식이 주로 동

원된다. 유통업체 중 가

장 적극적인 곳은 롯데

그룹이다. 롯데는 불필

요하게 장기 보유해왔

던 자산은 매각하고 현

금유동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롯데쇼

핑은 지난해 8월 KB자산운용과 백화점 2곳(일산점, 상인점), 마트 5곳(부평점, 당

진점, 평택점, 고양점, 구미점)을 포함해 총 6017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하고 세

일스앤리스백 방식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애경그룹도 AK플라자 분당점을 매

각한 뒤 장기 임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애경그룹 유통부문 자회사인 AK에

스앤디는 부동산전문 자산운용사와 AK플라자 분담점 건물 매각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최근 대형빌딩의 손바뀜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는 매입

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투자대상이 마땅치 않은 반면 매각자 입장에

선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서로 

맞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 주는 것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에서도 소규모 면세점이 11,000여개 

있지만 일본과 달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공항 등 지정된 장소에서 사

후에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점 방식이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정

부는 이들 사후면세에 한정된 소규모 면세점에도 대형 면세점처럼 즉시 세금

을 환급해줘‘사전면세점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

러나 사전 면세의 금액이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

직 검토 중이다.

강남보다 비싼‘알파돔시티’`
총 사업비 5조원이 투입되는 경기도 판교‘알파돔시티’사업이 임대계약 부진

에 흔들리고 있다. 준공 시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임대율이 30%를 밑

돌아 대규모 공실 상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극심한 임대 부진으로 몸살

을 앓았던 서울 송파 문정동‘가든파이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

다. 알파돔시티(총 8개 블

록) 1단계 사업 중 오는 11

월 입주하는 C2-2·3블록

(업무·판매시설) 2개동의 

임대계약률은 30%를 밑

돌고 있다. 전체 또는 층

별 매각도 병행하고 있지

만 계약은 한 건도 체결되

지 않았다. C2-2·3블록은 알파돔시티 1단계 사업 중 처음으로 개장하는 업

무·판매시설이다. 지하1층~지상13층으로 구성되어 지하1층~지상3층까지 판

매시설, 지상4층~13층까지 업무시설이다. 연면적은 각각 33,053㎡, 40,805㎡

에 달하며 2개동의 총 연면적은 롯데백화점 본점과 비슷한 규모다. 이같은 임

대 부진에 따라 판매시설의 공식 개장 행사는 내년 3월로 연기됐다. 임대 부진

의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 건물의 판매시

설은 전용면적 기준 3.3㎡당 임대료가 47만원이며, 공급면적 기준으로 3.3㎡

당 30만원 안팎이다. 여기에 관리비가 3.3㎡당 5만원 추가된다. 올해 2분기 판

교역 역세권 상가의 평균임대료는 공급면적 기준 3.3㎡당 15만9000원이며 근

처 분당신도시 상가의 평균임대료는 3.3㎡당 17만원이다. 주변 시세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셈이다. 알파돔시티 판매시설의 임대료는 서울 명동과 강남권의 

강남대로변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상권보다 높다. 한국감정원의 조사에 따르면 

강남대로변 매장용(상가) 건물의 3.3㎡당 평균임대료는 44만6000원이며 신사

동 가로수길은 27만원, 청담동은 23만원선이다. 알파돔시티의 임대료는 서울 

강남 중심상권과 맞먹는 수준으로 상당히 비싸고 주변지역 평균의 2배에 달해 

임대율을 단기간에 늘리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 주요 오피스빌딩, 새주인 찾기 속도낸다
매물로 나온 서울 시내 주요 오피스빌딩의 새 주인 찾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 도이

치자산운용 산하 부동산사업 부문‘리프(RREEF)’는 서울 순화빌딩과 서린동 알

파빌딩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하나에이아이엠(AIM) 자산관

리회사(AMC)를 각각 선정했다. 미래에셋운용은 리프가 함께 매물로 내놓은 경기

도 평택 합정동 물류창고도 인수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운용은 순화빌딩과 평택 물

류창고를 합쳐 약 2300억원의 인수가를 적어낸 것으로 전해 졌으며, 하나AIM의 

알파빌딩 인수가는 1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울 여의도 NH농협캐

피탈빌딩(옛 유도회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선정됐다. 코

■ 매매 /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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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임대 실적 (10월)

데, 이 중 35개는 주거시설이며 5개는 세계 최고 수준의 4~5성급 호텔이다.

부동산값 치솟는 맨해튼‘K타운’
K타운은 맨해튼 미드타운 32번가의 5·6번 애비뉴 사이 한국 점포들이 밀집된 

곳을 말한다. 1979년 인근 브로드웨이 잡화 도매상에서 일하던 한인들을 위해‘

뉴욕곰탕’이 처음 들어선 이후 불고기·설렁탕 등을 파는 음식점들이 속속 문

을 열었다. 작은 수공업 공장들이 밀집된 자리에 한국 제과점, 화장품·옷가게, 

수퍼마켓, 서점, 휴대폰 전문점, 은행, 찜질방까지 들어서‘한국 종합 상권’으로 

변신했다. 최근 최신 인테리어를 한 가게들도 속속 들어섰지만, 거리 전체 분위

기는 허름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도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

로 치솟고 있다. 점포세는 주변의 밝고 세련된 지역 점포세보다 오히려 더 비싸

다. K타운 북쪽으로 10블록 정도 떨어진 브라이언트공원(Bryant Park) 인근 지

역에 모여 있는 일식 레스토랑들은 K타운 점포세의 반의반도 안된다. 매매 거래

도 활발해 K타운 부동산 투자자들은 큰돈을 벌고 있다. 지난해 초 시티은행 시

티은행이 입점해 있는 32가 

웨스트 22~26번지 17층짜

리 건물이 5500만달러(약 

632억원)에 팔렸다. 2013

년 6월 팔린 웨스트 37번지 

작은 건물은 1400만달러(약 

160억원)에 거래돼 2004년

보다 9년만에 154% 올랐다. 

브로드웨이 1250번지 건물

은 1999~2008년까지 9년

만에 무려 545% 상승했다. 

2005년부터 올해말까지 맨해튼 부동산 평균가격이 100% 남짓 오른 것과 비교

하면 K타운 부동산 가격의 폭발적 상승세를 짐작할 수 있다. K타운 부동산 붐

의 원인은 워낙 장사가 잘되기 때문이다. K타운은 한류 열풍이 이어지면서 외

국인 단골이 크게 늘었고, 한국인 특유의 놀라운 집중 성향이 비좁은 32번가를 

맨해튼 대표 상권으로 만들었으며 고객 집중도가 높은 K타운의 큰 잠재력에 투

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해외 부동산 동향

두바이의 강남
사막위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로 만들어진 도시,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

(Dubai)는 개발을 시작한지 50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된 도시다.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한 휴앙지이자 슈퍼리치들의 ‘정모’ 

장소가 된 이곳은 인구의 85%가 외국인이다. 대규모로 조성된 두바이의 개발지

구들은 비싼 임대료 때문에‘평범한 현지인’들은 살 수 가 없다. 지난 9월부터 

1년간 두바이의 4230가구를 조사한 결과, 두바이 도심 아파트 매입가 평균은 

평방피트당(100평방피트=약 3

평) 4,652달러(약 548만원), 방 

1개 기준 아파트 임대료는 평

균 월 2,016.84달러(약 237만

원)다. 월 생활비중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니 서

울이 35.7%, 두바이는 49.7%

일 정도다. 이런 두바이에서도 

유독 럭셔리한 동네들이 있다. 부자들이 몰려드는‘두바이의 강남’같은 곳이다. 

바로 마리나 지구, 팜 아일랜드, 두바이 스포츠시티 같은 지역이다. 마리나라 통

칭하는 지역은 크게 주메이라 비치 레지던스(Jumeirah Beach Residence·-

JBR), 마리나 지구, 주메이라 레이크 타워(Jumeirah Lake Towers·JLT)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해변을 기준으로 JBR이 해안가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해있고 

다음이 마리나 지구, JLT 순이다. 마리나 지역의 물가와 집값은 당연히 비싸다. 

거실, 주방, 침실이 하나의 방에 있는 한국의‘원룸’같은 형태의 스튜디오 아

파트 기준으로 평균 가격을 비교해보면 JBR의 연평균 임대료는 23,287달러(

약 2,740만원), 마리나지구가 22,356달러(약 2,530만원), JLT가 20,994달러(약 

2,470만원)다. JBR은 최근 미국의 더 리치스트(The Richest)가 조사한 두바이

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1위에 오르기도 했다. JBR은 해변가에 위치해 있어 

틈틈이 휴양을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 못지 않은 편안함을 자랑한다. 두 

바이 교통수단인 메트로를 이용하기에도 편리하다. 이곳 고급주택단지에 거주

하는 주민들은 90%가 유럽부호들이다. 이 커뮤니티는 빌딩 40개로 구성돼있는

삼성동 빌딩

청담동  삼강빌딩

논현동 건일빌딩 논현동 호은빌딩 대치동 새마을운동중앙회빌딩 삼성동 20Tower

논현동 751빌딩 역삼동 KR타워 반포동 벽산빌딩 서초동 유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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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하이엘 최상층 펜트하우스
[위치]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7
[대지면적] 1,889㎡
[연면적] 18,059.60㎡
[건물규모] 지상20층 / 지하5층
[준공연도] 20104 07월
[매매가] 8억 5천만원 
[특징] 공급 62형/전용 53형, 최상층 펜트하우스로 한강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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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가산동 공장
[위치]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5-55외 3필지
[대지면적] 3,031㎡
[연면적] 1,112.07㎡
[건물규모] 지상1층
[준공연도] 1976년
[매매가] 120억원  
[특징] 도심 물류센터,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적합

태승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9-6
[대지면적] 612.5㎡
[연면적] 2,282.36㎡
[건물규모] 지상7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3년 04월
[매매가] 145억원 
[특징] 대로변 수익 및 사옥용 빌딩, 증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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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동 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6-5
[대지면적] 664.8㎡
[연면적] 3,252.5㎡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2층
[준공연도] 1995년 05월
[매매가] 200억원 (금액협의가능) 
[특징] KTX/GTX 수서역 맞은편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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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음현리 토지
[위치] 경기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 521-1외 4필지
[대지면적] 3,519㎡
[연면적] 2개동 총 609.82㎡
[건물규모] 지상2층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매매가] 50억원
[특징] 47번 국도 대로변 개발계획으로 향후 지가상승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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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공장 급매
[위치]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431-1외 10필지
[대지면적] 8,476㎡
[연면적] 3,571㎡
[건물규모] 지상2층 / 지하1층 (6개동)
[준공연도] 1985년 01월
[매매가] 65억원 (3.3㎡당 253만원) 
[특징] 북오산IC 1번 국도인근, 종교, 의료시설, 물류창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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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장흥면 임야
[위치]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산88번지외
[토지면적] 111,531㎡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매매가] 25억원 
[특징] 감정이하 급매 물건
        (야영장, 스크린골프, 체육시설 개발가능)

오산시 원동 공장
[위치] 경기 오산시 원동 541-3외 2필지
[대지면적] 7,104㎡
[연면적] 4,691.59㎡
[건물규모] 지상3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78년 09월
[매매가] 110억  
[특징] 건폐율 70%, 용적률 350%, 분할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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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 장흥동 공장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73
[대지면적] 9,723.3㎡
[연면적] 8,898.26㎡
[건물규모] 지상3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5년 12월
[매매가] 63억  
[특징] 포항철강산업단지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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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문촌리 토지
[위치] 경기 용인시 원삼면 문촌리 산14-2외 2필지
[토지면적] 16,035㎡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매매가] 16억원
[특징] 물류창고 인허가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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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4-2
[대지면적] 259.1㎡
[연면적] 684.47㎡
[건물규모] 지상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2년 10월 
[매매가] 33억원 
[특징] 2호선 역삼역 7분거리, 기준층 전용평수 약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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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토지(공장부지-공장용지/임야)
[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2-3,7,8,9,10,11
[대지면적] 19,134㎡
[매매가] 23억원 (협의가능) 
[특징] 건폐율 20%, 용역률 80%,
         건축물 멸실상태기존 4급 공장허가
         2014년 10월 기간 만료됨

대쌍령리 공장
[위치] 경기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69-1, 75
[대지면적] 2,929㎡
[연면적] 822.5㎡
[건물규모] 일반공장 1층
[준공연도] 1999년 10월
[매매가] 30억원 (협의가능)
[특징] 성남 여주 복선전철역 예정지 3분 거리, 증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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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사무실
[위치] 경기 과천시 과천동 461-3
[대지면적] 439.65㎡
[연면적] 439.65㎡
[건물규모] 지상2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7년 10월
[매매가] 22억원
[특징] 소규모 자사 사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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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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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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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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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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빌딩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21
[대지면적] 2,702.5㎡
[연면적] 36,202.9㎡
[건물규모] 지상21층 / 지하6층
[준공연도] 1995년 12월
[임대가] 보 10억원 / 임 500만원 / 관 812만원
[특징] 8층 후면 전용 495㎡ 반전세 협의 가능

금강타워 (701호)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7-26
[대지면적] 1,711.3㎡
[연면적] 24,814.03㎡
[건물규모] 지상21층 / 지하6층
[준공연도] 2004년 09월 
[임대가] 보증금 6천만원 / 임대료 600만원 협의가능 
[특징] 테헤란로 대로변 위치, 근린상가 관리비 18,000원/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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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상권, 저렴한 임대조건

역삼하이츠 빌딩 (17층 일부)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9 
[대지면적] 2,071.9㎡
[연면적] 24,982.7㎡
[건물규모] 지상19층 / 지하6층
[준공연도] 1991년 08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50만원 / 임대료 5만원
[특징] 역삼역 5번출구 초역세권 사무실 (룸9개)

서초평화빌딩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1-34
[대지면적] 4,885.0㎡
[연면적] 31,855.3㎡
[건물규모] 지상15층 / 지하4층
[준공연도] 1991년 12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60만원 / 임대료 6만원 
[특징] 한층 전용 925㎡씩, 7개층 임대가능, 16년 1월 입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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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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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원 협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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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월 예정 
[3.3㎡당 임대가] 오피스 4.5만원 / 근생 협의
[특징] 정동 덕수궁 인근, 사옥, 학원, F&B, 병원 등 추천

넥스덴빌딩
[위치]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6-1
[대지면적] 411.9㎡
[연면적] 1,532.3㎡
[건물규모] 지상7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1년 07월 (증개축완료) 
[3.3㎡당 임대가] 보증금 120만원 / 임대료 7만원(평군)
[특징] 서래마을 상권 초입부 대로면 입지(무권리)

약봉빌딩
[위치] 서울 강동구 천호동 25-10
[대지면적] 536.7㎡
[연면적] 1,800.5㎡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9년 11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69.5만원 / 임대료 3.47만원
[특징] 명일역 도보 5분, 병원 의원 추천

IN 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91-2
[대지면적] 347㎡
[연면적] 1,120㎡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6년 08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60만원 / 임대료 3.2만원
[특징] 층고 높은 전시장 용도 1층 매장

역삼동 627-9 통임대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7-9
[대지면적] 400.7㎡
[연면적] 494.82㎡
[건물규모] 지상2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2년 12월
[임대가] 보증금 2억원 / 임대료 1,600만원 자체관리 
[특징] 각층 바닥면적 약 165㎡ (495㎡)

주택사무실
[위치] 경기 과천시 과천동 461-3
[대지면적] 438㎡
[연면적] 439.65㎡
[건물규모] 지상2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7년 10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23만원 / 임대료 1.9만원
[특징] 창의력 넘치는 단독공간 사무실

제우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0
[대지면적] 766.5㎡
[연면적] 3,305.2㎡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2층
[준공연도] 1984년 12월
[임대가] 보 3억원 / 임 2,100만원 / 관 337만원
[특징] 2층 할리스 커피 임대 전용 287㎡ 권리 무

삼익빌딩
[위치]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8-8
[대지면적] 645.1㎡
[연면적] 1,647.14㎡
[건물규모] 지상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89년 02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153.8만원 / 임대료 8.23만원
[특징] 방배역 바로 앞. 병의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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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