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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  Realty Times

▲ 2015 ERA KOREA CONVENTION (2015.01.05)

■ 2014 ERA KOREA 최고의 실적을 낸 10인 (Top 10 Achievers)

■ 2014 ERA KOREA 주요행사

▶ 김관, 김명식, 김인수, 박상금, 박성호, 신정일, 이현숙, 전윤호, 차은수, 최훈희 (가나다순)

일시 행사명 장소

01.17 2014 ERA KOREA CONVENTION 포스코P&S타워

04.26 상반기 워크샵 본사&강남일대

08.30 팀장 워크샵 본사

일시 행사명 장소

10.17/18 하반기 워크샵 남양주 연수원

12.22 팀장 워크샵 GS타워

12.30 2014 신입 워크샵 GS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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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 KOREA 상반기 워크샵

ERA KOREA 팀장 워크샵

ERA KOREA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Connect, 

Grow, Celebrate”라는 슬로건 아래 4월 26일 본사 

사무실 및 강남 일대에서 상반기 워크샵을 진행했다. 

워크샵 일주일 전부터 전속물건 답사, 우리는 하나 (듀

오셀카), Get-to-Know(조별 모임) 등 사전미션을 수

행하여 인증사진을 제출하며 조별 팀워크를 다지는 계

기를 마련했다. 행사 당일에는 광운대 정재현 책임교

수를 초청하여“골프와 부동산영업”이라는 주제의 강

8월 30일, 본사 사무실에서는 ERA KO-

REA 대표이사와 12명의 팀장이 모여 

“Welcome to the New ERA” 주제로 

팀장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새롭게 변경된 ERA CI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상반기 영업실적 리뷰 및 

향후 영업전략 모색, 팀별 영업 전략 및 운

영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팀장 워크샵 진

행 후, 각 팀별 워크샵을 진행하여 팀장 워

크샵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공유하고 하반

기 영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팀별 영업전

략을 모색하였다.  

연을 하였으며, 매출 향상을 위

한 새로운 영업전략(공통주제) 

및 조별 선택주제에 대한 분임

토의를 했다. 오후에는 강남지

역 일대에서 조건에 맞는 빌딩

을 찾아 건물관리인과 인증사진 

촬영, 현수막/신축건물 인증사

진 등 다양한 미션 수행을 통해 

영업 노하우 공유 및 직원간 교

류를 활발히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08.30 (본사)

04.26 (본사 및 강남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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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 KOREA 하반기 워크샵

ERA KOREA 팀장/신입 워크샵

지난 10월 17일~18일 2일간, 전직원은 사무실을 벗

어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남양주의 은행나무연수원에

서 직원들간의 친목 도모 및 힐링을 통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남양주에 있는 은행나무연수

원에서 직원들간의 친목 도모 및 힐링의 시간을 갖는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갈등해결과 상황대처 능력 향

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육과 함께 저녁 바비큐 행

사, 레크레이션,캠프파이어, 다양한 조별 체육활동(족

구, 탁구, 당구, 여성 기마전 등)을 진행하였다. 워크샵 

진행 후 영업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까지 발

생하였다.  

12월 22일, 12인의 팀장이 모여 2014년 영

업 방향 및 실적을 되돌아보고 2015년의 

영업 방향 및 세부전략, 실행계획 등을 논

의하였다. 또한 12월 30일에는 2014년도

에 입사한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개별 역량

강화 및 차별화 전략에 대해 서로 논의하

며, 2015년 각자의 영업전략 및 액션플랜

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10.17~18 (남양주 은행나무 연수원)

12.22 / 12.30 (GS타워)



Sale

Issue No. 031 2015. 1월호

미디센터 빌딩
[위치] 서울 중구 예관동 70-27
[대지면적] 486㎡
[연면적] 5,578.8㎡
[건물규모] 지상1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70년 01월 
[매매가] 105억원 
[특징] 수익률 5.1%, 비즈니스호텔 및 사옥 추천

미디센터 주차타워
[위치] 서울 중구 예관동 70-12
[대지면적] 254.9㎡
[연면적] 1,568.1㎡
[건물규모] 지상7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88년 09월 
[매매가] 50억원 
[특징] 사옥 및 근생 신축 개발부지 

한국리더십센터 성공원 연수원
[위치] 경기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 312-4, 5, 6
[대지면적] 43,685.0㎡
[연면적] 5,959.0㎡
[건물규모] 지상3층/지하1층 (성공원, 클럽하우스, 타운하우스)
[준공연도] 2006년 06월
[매매가] 160억원
[특징] 쁘띠프랑스풍 신개념 평생교육 리조트 

행당동 133-2 빌딩
[위치] 서울 성동구 행당동 133-2
[대지면적] 276.0㎡
[연면적] 194.07㎡
[건물규모] 지상2층
[준공연도] 2003년 08월
[매매가] 34억원 
[특징] 왕십리역 초역세권 대로변 코너

자포곡리 토지
[위치]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자포곡리 산 74-1외 11필지
[대지면적] 167,201㎡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준보존산지
[매매가] 25억원
[특징] 고속 전철 둔내 역세권에 위치하여 다용도 
         개발 가능

MS 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8-6, 13
[대지면적] 813㎡
[연면적] 2,983.02㎡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08년 01월
[매매가] 145억원 
[특징] 더블역세권, 4차선대로변, 6년차신축 급매
  

영등포 상가주택
[위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4가 97-1
[대지면적] 253.32㎡
[연면적] 295.74㎡
[건물규모] 지상2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69년 02월
[매매가] 30억원 
[특징] 영등포시장 교차로 이면 위치 투자물건 추천

파라다이스벤처 빌딩 (8층)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8-33
[대지면적] 916㎡
[연면적] 9,054㎡
[건물규모] 지상15층 / 지상3층
[준공연도] 2002년 01월
[매매가] 22억원 (사단법인연구소 5년계약/수익률 5%)
[특징] 선릉역 역세권 수익용 물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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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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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창리 공장1
[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593-4외 2필지
[대지면적] 18,410㎡
[연면적] 12,019.7㎡
[건물규모] 3개동
[준공연도] 2007년 12월
[매매가] 125억원
[특징] 전자공장으로 사용중, 층고 5.5m, 유효층고 4.1m

평택시 용성리 토지
[위치] 경기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 산 10-2
[대지면적] 1,141㎡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매매가] 3억 5천만원
[특징] 공장, 창고부지 적합

서산 제일니트 공장
[위치] 충남 서산시 고북면 가구리 729
[대지면적] 17,715.9㎡
[연면적] 10,237.9㎡
[건물규모] 지상 1층 ~ 지상 2층
[준공연도] 1998년 05월
[매매가] 32억원
[특징] 서산 고북농공단지내, 해미IC 10분, 분할가능, 급매

포천시 용정리 토지
[위치] 경기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48-7
[대지면적] 3,392㎡
[연면적] 196.56㎡
[건물규모] 지상 2층
[준공연도] 1999년 08월
[매매가] 13억원
[특징] 도로에서 바로 진입 가능, 공장, 물류창고로 적합

평택시 고렴리 토지
[위치] 경기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 795-1외 7필지
[토지면적] 16,224㎡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매매가] 39억원 
[특징] 공장, 창고 개발부지로 적합

양양군 중광정리 토지
[위치]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3외 2필지
[대지면적] 49,180.3㎡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매매가] 120억원 
[특징] 바다와 접, 필지별 단독 필지 매각도 가능

용인시 창리 공장2
 
[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593-2외 1필지
[대지면적] 19,280㎡
[연면적] 17,622.14㎡
[건물규모] 9개동
[준공연도] 2000년 05월 ~2010년 10월
[매매가] 156억원 
[특징] 전자공장으로 사용중, 층고 5.5m, 유효층고 2.7m

용인시 서리 공장
[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166외 3필지
[대지면적] 4,396㎡
[연면적] 1,730.63㎡
[건물규모] 1개동-지상2층 / 3개동-지상1층
[준공연도] 1997년 09월
[매매가] 20억원 
[특징] 자연취락지구, 건폐율 40%, 용적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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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로 예술마당
[위치] 서울 종로구 이화동 139
[대지면적] 710.7㎡
[연면적] 2,828.78㎡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05년 10월
[매매가] 건물전체 99억원 / 5층제외 88억원 
[특징] 4개관(970석), 연극뮤지컬 전용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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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

렉서스 수원전시장
[위치]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514-4
[대지면적] 465.2㎡
[연면적] 1,487.54㎡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12년 06월
[매매가] 60억 
[특징] 작은숲 컨셉적용으로 도심속 쾌적함을 표현한 빌딩

딩크빌
[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90-2
[대지면적] 333㎡
[연면적] 1,226㎡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3년 01월
[매매가] 23억 
[특징] 제물포역세권 원룸 수익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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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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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동건물
[위치] 서울 구로구 궁동 169-15 외 1필지
[대지면적] 967.3㎡
[연면적] 1,891.74㎡
[건물규모] 지상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6년 08월
[매매가] 47억원 (수익률 5.2%)
[특징] 대지면적 넓은 수익용 물건, 사옥용도, 교회추천

오산공장 매매
[위치]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431-1 외 10필지
[대지면적] 8,476.0㎡
[연면적] 3,571.0㎡
[준공연도] 1985년 01월
[건물규모] 지상2층 / 지하1층 (6개동)
[매매가] 77억원 (3.3㎡당 300만원)
[특징] 북오산IC1번국도인근/종교,의료시설,물류창고 추천

KTC 신사동청사
[위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7-10
[대지면적] 1,418.70㎡
[연면적] 1,517.75㎡
[건물규모] 지상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5년 06월
[매매가] 250억원
[특징] 대지 넓은 개발부지, 근생시설등 재건축용도 추천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위치] 서울 종로구 평창동 174-2
[대지면적] 555㎡
[연면적] 317.82㎡
[건물규모] 지상2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3년 12월 (2004년 리모델링)
[매매가] 21억원
[특징] 북한산 기슭에 위치, 전면 북악산 조망, 품격있는 정원

세담빌딩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동 25-1
[대지면적] 1,023.58㎡
[연면적] 3,723.89㎡
[건물규모] 지상6층/지하2층(실제 지상7층/지하1층)
[준공연도] 2008년 11월
[매매가] 110억원
[특징] 수익률 6%, 장승배기역 도보 2분, 공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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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앙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9
[대지면적] 501㎡
[연면적] 4,100.6㎡
[건물규모] 지상11층 / 지하3층 (해당층 3층, 5층)
[준공연도] 1992년 10월
[임대가] 보 1.1억원, 임 660만원 (평당전세가 450만원) 
[특징] 역삼역 1분, 테헤란로변 가장 저렴한 오피스빌딩

용인시 공세동 공장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447-4
[임대면적] 52,244.63㎡ 중 일부
[전용면적] 10,327.27㎡
[건물규모] 지상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8년 02월
[임대가] 보 5억원 / 임 5천만원 / 관 1천만원
[특징] 통임대, 천정형 중앙 냉난방 (층별제어 가능)

분당 서현 현대프라자 5층
[위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6-6
[임대면적] 1,800㎡
[전용면적] 12,070.37㎡
[건물규모] 지상5층 / 지하4층
[준공연도] 1996년 05월
[3.3㎡당 임대가] 보 160만원 / 임 2.2만원 (협의가능) 
[특징] 서현역 초역세권, 중심상업 및 인근 주거밀집지역

갈라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5-22
[대지면적] 631㎡
[연면적] 7,127㎡
[건물규모] 지상13층 / 지하5층
[준공연도] 2009년 12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107만원 / 임대료 5.5만원
[특징] 역삼역, 테헤란로 이면 컨디션 좋은 빌딩

방배동 나대지 임대
[위치] 서울 서초구 방배동 812-2, 3
[대지면적] 734.4㎡
[연면적] 287.16㎡
[건물규모] 지상2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8년 08월
[임대가] 보증금 8억원 / 임대료 3,000만원
[특징] 대형 F&B, 전시장 추천

Blank 빌딩
[위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62-2 
[대지면적] 117.4㎡
[연면적] 247㎡
[건물규모] 지상2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4년 08월 
[임대가] 보증금 5억원 / 임대료 2,500만원
[특징] 역세권, 신촌 현대백화점 바로 옆, 통임대

LG팰리스빌딩 (2층 전체)
[위치] 서울 마포구 서교동 165-8 
[대지면적] 3,636.7㎡
[연면적] 53,359.8㎡
[건물규모] 지상18층 / 지하7층
[준공연도] 1999년 07월 
[임대가] 보증금 2억원 / 임대료 1천만원
[특징] 홍대입구역 바로 앞, 전용면적 181.8㎡

우진빌딩 (2층 전체)
[위치] 서울 종로구 통의동 35-41 
[대지면적] 552.1㎡
[연면적] 1,135.66㎡
[건물규모] 지상4층
[준공연도] 2010년 10월 
[임대가] 보증금 2억원 / 임대료 1,250만원 (관포)
[특징] 경복궁역 100m 초역세권, 전용면적 248㎡

TS대한제당사옥빌딩
[위치]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3
[대지면적] 3,596.7㎡
[연면적] 32,306.81㎡
[건물규모] 지상15층 / 지하4층
[준공연도] 1991년 09월
[3.3㎡당 임대가] 보 58만원 / 임 5.8만원 (협의가능)
[특징] 잠실역 1분 역세권, 오피스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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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타워
[위치] 서울 강동구 상일동 502
[대지면적] 3,628㎡
[연면적] 25.729.43㎡
[건물규모] 지상13층/지하4층 (해당층 B1,1,2층)
[준공연도] 2014년 10월
[3.3㎡당 임대가(만원)] B1:70/7, 1F:200/20, 2F:100/10 
[특징] 강동 첨단업무지구 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근생시설

도산대로변 DMCC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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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100만원 /임 5.5만원 /관 2.35만원(기준층)
[특징] 도산공원사거리 도산대로변 입지 (전층임대)

태양빌딩 지하1층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34 
[대지면적] 255.5㎡
[연면적] 1,996.5㎡
[건물규모] 지상12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08년 10월
[임대가] 보증금 6천만원 / 임대료 3백만원(조정가능) 
[특징] 강남역 초역세권, 현재 이자카야 영업중

용인시 덕성리 공장
[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552외 7필지
[대지면적] 10,799㎡
[연면적] 3,554㎡
[건물규모] 지상3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86년 11월
[임대가] 보증금 2억원 / 임대료 2,000만원
[특징] 화물리프트, 도크시설, 리모델링 완료

황학동 민족통일 빌딩
[위치] 서울 중구 황학동 2487
[대지면적] 479㎡
[연면적] 4,558.52㎡
[건물규모] 지상16층 / 지하3층
[준공연도] 2014년 9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65만원 / 임대료 6.5만원
[특징] 역세권, 동대문 쇼핑타원, 왕십리뉴타운 위치

레베누보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3-6 
[대지면적] 606㎡
[연면적] 2,467.9㎡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02년 08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71만원 / 임대료 4.5만원 
[특징] 역삼역, 테헤란로 이면, 오피스 밀집지역

종로구 인사동 빌딩 (13층, 15층)
[위치] 서울 종로구 인사동 43외 1필지
[대지면적] 1,931.3㎡
[연면적] 23,198.83㎡
[건물규모] 지상15층 / 지하6층
[준공연도] 1992년 05월
[임대가] 보증금 2억1천만원 / 임대료 2,650만원
[특징] 수익률 7% 이상, 투자수익용으로 적합

닥터스빌딩
[위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3-1
[대지면적] 272.40㎡
[연면적] 1,757.80㎡
[건물규모] 지상10층 / 지하1층 (해당층 4층)
[준공연도] 2003년 05월
[임대가] 보증금 3천만원 / 임대료 130만원
[특징] 영등포역, 영등포시장역 더블역세권 메디컬빌딩

어반벤치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8
[대지면적] 1,453.7㎡
[연면적] 18,653.2㎡
[건물규모] 지상17층 / 지하6층
[준공연도] 2013년 11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85만원 / 임대료 8.5만원
[특징] 테헤란로 대로변, 선릉역 1분, 최고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