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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를 맞으면서 섹션 오피스는 아파트에 비해 그다지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한동

안 주춤했던 섹션 

오피스가 다시 관

심을 끄는 것은 

최근 저금리 기조

가 이어지면서 수

익형 부동산을 활

용한 투자가 인기

를 끌고 있기 때

문이다. 섹션 오

피스는 일반 빌딩이 통째로 매각되는데 반해, 작은 규모로 공간이 나뉘어 매각되

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고 투자 진입 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

만 일반 오피스와 마찬가지로 공실 위험 리스크는 존재하고 섹션 오피스 분양이 

활발한 곳이 새로 조성되는 업무지구인 만큼 임대료 시세나 공실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섹션 오피스 분양은 강서구 마곡지구, 송파구 문정지구 등

에서 최근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업들의 입주가 예정돼 임대 수요가 예상되

는 지역이지만, 오피스 공급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등 공실 가능

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울렛 경쟁, 서울 도심으로 확산
대형 유통업체들의 아울렛 경쟁이 경기도 파주와 여주·이천 등 수도권 외곽 교외

형 아울렛에서 서울시내 도심과 서울 인근으로 번지고 있다. 롯데그룹이 계획하

고 있는 아울렛은 모두 도심에 몰

려있고, 그동안 교외에만 몰렸던 신

세계는 올해 경기 시흥에서 아울렛

을 착공한다. 현대백화점은 올 9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에 

아울렛을 열고 동대문 케레스타에

도 새 아울렛 개장을 추진하는 것

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지난해 문

을 연 동부산점 등 4곳 가운데 경

기 광명점과 경기 구리점, 경기 고양터미널점 등 3곳이 도심에 자리잡고 있을 정

도로 도심형 아울렛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천 항동과 경기 광교도 올해 도심에 

문을 열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가든파이브에 신규 아울렛을 올 9월 오픈할 예

정이며, 최근에 서울 동대문의 쇼핑몰인 케레스타를 20년 동안 빌리는 계약을 맺

고 아울렛이나 면세점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신세계도 서울과 인접

한 경기 시흥에서 2017년 개장을 목표로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한다. 대형 유통

업체들이 잇따라 도심형 아울렛에서 기회를 보는 것은 교외형으로 더 이상 사업 

확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외형 아울렛의 투자 비용이 

만만찮고 마땅한 부지를 찾기 어려워져 도심형 아울렛 출점을 적극 추진하고 있

다. 아울렛이 국내에 도입된 초기에는 교외에 자리잡는 선진국 시장의 성장 방식

상업용부동산, 공실률 증가에도 자산가치 상승세
오피스·상가 등 상업용부동산의 자산가치 상승세가 2015년 1분기에도 지속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익률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으며 공실률과 임대료

는 소폭 상승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1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오피스는 연말·연초 임대차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료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신규공급 증가와 기업들의 사무실 면적 축소 경향, 공공기관 이

전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이 지속되어 공실률 또한 상승하였다. 전국 평균 오피스 

임대료는 ㎡당 14,800원으로 

전기 대비 0.2%p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대전 지역의 

오피스 임대료 상승이 두드러

졌다. 서울은 공실증가에도 불

구하고 신규 임차계약시 기존 

임대료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

대계약이 체결되면서 임대료

가 소폭 상승했다. 오피스 공

실률은 13.5%로 공공기관 이

전·사무실 축소 등으로 수요

가 감소하며 전기 대비 0.8%p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부산·

경기·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피스 공실률이 상승했다. 서울은 강남대로 상권을 중심으로 일부 

임차인이 이탈했고 광주와 울산은 인근 혁신도시의 오피스 신규공급 영향으

로 공실률이 소폭 상승했다. 2015년 1분기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1.46%로 전

기대비 0.07%p 하락, 중대형 매장용은 1.49%로 0.15%p 하락, 소규모 매장용

은 1.34%, 집합 매장용은 2.09%로 0.4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가치

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27%, 중대형 매장용 0.26%, 소규

모 매장용 0.27%, 집합 매장용 0.69%로 나타나 상업용부동산의 가격 상승세

를 이어갔다. 저금리 기조 및 임대사업자 우대 정책 등으로 투자대상으로서 수

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자산가치 상승세는 지속되었

으나 상승폭은 둔화되었다.

업무용 빌딩도 쪼개 분양‘섹션 오피스’
아파트 분양시장에 불던 소형화 바람이 수익형 부동산시장까지 불어닥치면서 

빌딩을 쪼개 분양하는‘섹션 오피스’가 공급되고 있다. 과거 빌딩은 건물째 사

고파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요즘 업무용빌딩(오피스)의 공실이 넘쳐나면서 

다양한 규모로 분할해 분양하는 곳이 늘었다. 큰 빌딩의 1~2개 층씩 나눠 팔기

도 하고, 한 개 층을 더 작은 실 단위로 나누기도 한다. 분양 규모는 작게는 85

㎡부터 크게는 33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섹션 오피스는 2000년대 중반

에도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한신인터밸리24’, 대치동‘금강

타워’, 삼성동‘랜드마크빌딩’등이 대표적이다. 비슷한 시기 분당신도시와 일산

신도시 등 1기 신도시 에서도 섹션 오피스가 유행했다.그러나 주택시장이 초호

■ 오피스 / 빌딩

■ 리테일 /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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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시장 외국인이 돌아온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떠났던 외국인 큰손들이 한국 상업

용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유동성이 대거 

풀린데다 자산가격도 올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

는 것이다. 지난해 국내 전체 오피스시장 규모는 약 5~6조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매입한 금액은 1조5000억원으로 외국계 자금이 차

지하는 비중이 30%대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10년말 서울역‘서울스

퀘어’투자 실패 이후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던 모건스탠리가 최근 부동산팀을 

다시 부활시키고 한국 상업용 부동

산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

데 유럽계 도이치자산운용도 한국 부

동산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

다. 도이치자산운용은 지난해 서소문

동 올리브타워, 청진8지구 선매입 등 

한국 시장에 7,500억원 정도를 투자

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다. 선진

국 큰손뿐만 아니라 중국계와 아랍계 자금도 한국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올해 1분기 가장 큰 오피스빌딩 거래 중 하나인 충무로‘씨티센터타워’는 싱가

포르 AEW캐피털이 약 2,100억원에 사들였다. 또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의 아부

다비투자청(AIDA)은‘스테이트타워 남산’을 5,000억원에 매입했다. 이처럼 외

국인 큰손들이 한국 시장에 다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지난 몇 년간 가격이 크

게 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 상업용부동산은 아직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 상

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빌딩에 빠진 강남 큰손
시중의 유동자금이 목적지를 찾지 못하다가 기준금리 1% 시대를 맞이해 수익

형 부동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여력이 있는 자산가들의 시선은 빌딩투

자에 꽂힌 분위기다. 올 1월부터 3월 사이 중형빌딩으로 분류되는 300억원 미

만의 거래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래량(142건)에서 124% 늘어난 수준인 

318건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 나눠보면 50억원 미만 224건, 50억~100억원 

미만 58건, 100억~200억원 미만 29건, 200억~300억원 미만 7건이었다. 거

래 실적이 적은 200억원 이상을 제외하면 50억원 미만의 소형 빌딩 거래가 1년

새 가장 많이 늘었다. 기존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눈독을 들였던 자산가들

이 부동산 상황이 바뀌면서 건물과 땅의 자본가치를 고려한‘소형빌딩 재테크’

에 관심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평균 거래가격도 뛰었다. 

자치구별 거래 실적은 강남(105건), 서초(31건), 송파(17건) 등 강남3구에서 두

드러져 강남지역 자산가들이 빌딩 매입에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중소형빌

딩이 이처럼 잘 팔리는 데에는 떨어진 기준금리의 영향이 크다.

주요 부동산 거래 동향
- 동아원그룹, 재무구조 개선 위해 신사동‘포도플라자’150억원에 매각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이전 앞두고 마포사옥 키움운용 펀드에 1191억원 매각 

- 동국제강, 본사 사옥 페럼타워 삼성생명에 4200억원 매각

- 남영비비안, 영등포 소재 부동산 미래도건설에 336억원 매각

- 한투운용-군인공제회 명동 홀리데이인 522억원에 인수

- 엠디엠, 9000억원대 제시해 르네상스호텔 인수 우선협상자에 선정

- 이지스자산운용, 삼성생명 동여의도빌딩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하나자산운용, 여의도 하나대투빌딩 매각 추진

- 캡스톤자산운용, 인사동 쌈지길, 신도림 미래타워, 신대방 보라매옴니타워  매각 추진

이 문을 연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한국형’으로 진화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신사, 압구정 등 강남권역 상가 임대료 상승
체감경기 회복세가 더뎌지며 대부분의 상권 임대료가 하락했지만 외국인관광

객들이 꾸준히 찾는 강남과 홍대, 이태원 같은 일부 상권의 임대료는 오름세를 

보였다. 올 1분기 서울의 권역별 상가 임대료 현황을 보면 강남권역에선 신사

(7.9%), 압구정(5.8%), 삼성역(5.4%), 강남역(4.2%) 순으로 임대료가 상승하며 전

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신사역 일대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며 활기를 더

했고 역시 관광객 유입이 많은 압구정 일대도 프리미엄 상권이 조성되며 임대료 

수준이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하철2호선 삼성역 주변은 9호선 개통에 대

한 기대감이 임대료에 반영되며 전반적인 시세가 올랐다. 도심권역에선 종각역( 

5.2%)이 상승한 반

면 종로3가(-7.2%), 

종로5가(-8.6%), 광

화문(-1.5%) 임대료

는 하락했다. 종각

역은 준공을 마친 

신규 오피스빌딩 덕

분에 상주수요가 늘

면서 상권 임대료도 

상승했다. 신촌권역은 이화여대(-7.0%)와 신촌(-6.75)이 하락했고 홍대(1.9%)는 

상승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일반 수요자들도 끌어들이고 있는 홍대는 임대

료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권의 범위가 합정동, 상수동, 연남동까지 확장되며 상

승폭은 전분기대비 감소했다. 영등포권역에선 영등포역 주변만 1.9% 상승했고 

여의도역(-6.6%)과 영등포시장역(-2.6%)이 모두 하락했다. 이태원상권 임대료

는 전분기대비 14.9% 상승하면서 4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유입점포, 인기 만점
상가 분양시장에서 유입 점포가 주목받고 있다. 유입점포란 임대료가 높은 1층

에 고객이 유입될 수 있는 매장을 마련하고 2층이나 3층에 대규모 매장을 꾸

미는 상가다. 최근 서울 도심 등 주요상

권 뿐 아니라 뉴타운, 신도시, 택지지구 

등 신흥상권에도 복층 구조형태의 상가

가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복층형 점포 1

층은 테이크아웃이나 고객 주문 등 용

도로 좁은 면적만 확보하면서 2층은 대

형 면적을 확보해 고객을 받을 수 있는 

점포 형태다. 국내 복층형 매장을 가장 

먼저 시도한 대표적인 업종은 금융이다. 

1층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전용면적 

16.5~33㎡정도의 공간에 현금인출기만을 설치해‘캐쉬로비’형태로 사용하고 

상담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2층에 넓은 매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

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서는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대학가나 로데오거리에 입

주하는 대형 커피전문점이나 프랜차이즈 상당수가 복층형 매장을 선호하고 있

다. 점포 규모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음식점 등이 비싼 월세를 주고 1층 점

포에 들어갈 경우 월세 부담이 큰 반면 2층 점포는 1층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

는 단점에도 월세 부담이 낮아 고정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형 점

포를 컨셉트로 내세운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전략적으로 2층 점포에 입점

하는 사례가 많다.

■ 매매 /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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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프로로지스는 유럽 및 아시아지역 600여곳을 포함해 세계 2853곳에 부

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올 들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돈이 몰리면

서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12월 블랙스톤이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을 싱가포르 국부펀드에 80억달러를 받고 매각한 데 이어 제너럴일렉트릭(GE)

도 최근 200억달러 규모의 부동산을 블랙스톤과 웰스파고에 처분했다. 미국의 

주택시장도 들썩이기 시작했다. 지난 3월 기존 주택 판매가 519만건으로 전달

보다 6.1% 늘면서 18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가격도 상승세다. 3월 기

준 기존주택 판매 중간값은 21만2100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상승

하면서 37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3년 당시 지속되던 

두자릿수 상승세는 지난해 꺾였지만 다시 집값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3월 주택판매 증가는 저금리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데다 봄시

즌을 맞이해 새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

근 미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며 고용지표 및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예

상되지만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거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큰손, 브라질 부동산‘바겐헌팅’
글로벌 부동산 큰손들이 브라질로 몰려들고 있다. 경기 하강과 정치 소요로 부

동산 가격이 하락 압박을 받자 바겐헌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블랙스톤의 부

동산그룹은 최근 몇 달 사이 브라질 주택 건축회사의 지분과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사무실 빌딩 4곳을 인수했다. 또 블랙스톤의 부동산그룹은 처음으로 브라

질에 사무실을 열었다.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로지스틱은 지난해 브라질에서 

13억6천만달러 규모의 산업용 

부동산을 34곳 매입했으며 올

해는 개발 부지 매입을 진행중

이다. 브룩필드는 브라질 사무

실 빌딩 7곳 매입을 합의했다. 

투자자들은 브라질과 같은 신

흥시장의 호황과 불황의 사이

클에는 활황 시기가 남아있다

고 보고 있다. 그들은 브라질

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산층의 확대 등 강한 경제 성장동력이 여전히 남아있

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브라질 부동산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최근

의 브라질은 경기 불황으로 새로운 상점과 아파트, 사무실 빌딩에 대한 수요는 

약해지고 있다. 또 브라질의 높은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예상보다 오래 갈 수도 

있으며 정치 혼란이 잠잠해지고 금융 개혁의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

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지금이 매수 적기
금리인하, 인구증가, 그리고 정부주도의 건설 붐 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증시에

서 부동산관련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기업들은 증시

에서 전문가들에게 가장 높은 평점을 받고 있으며 부동산개발 업계 주식은 그 

어느 업계보다 많은 매수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카르타 건설, 

부동산지수는 지난 12개월간 26% 상승했다. 인도네시아 벤치마트지수 보다 두 

배 높은 상승률이다. 인도네시아 증시에서 부동산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앞으로 

12개월간 1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남아 최대 경제국이자 세계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성장률 7%를 목표

로 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은 지난 2월 3년래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

다. 싱가폴 국부펀드와 인도네시아 연기금은 당국이 소비를 늘리고 사회기반시

설에 대한 지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부동산 투자에 가장 적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해외 부동산 동향

글로벌 부동산 투자수익률 7년새 최고‘거품 우려’
지난해 글로벌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해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세계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평균 9.9%를 기록

해 수익률은 5년 연속 올랐고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아

일랜드가 가장 높은 수익률 40.1%에 달

했으며, 영국도 17.8%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미국은 11.2%, 오스트레일리

아 10.6%,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2.9%

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처럼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이유로 글로

벌 저금리를 꼽을 수 있다. 또한 각국 중

앙은행들이 양적완화와 같은 완화적 금

융정책으로 돈을 시중에 대량으로 풀고 

있는 점도 그 이유이다. 특히 서브프라

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세계를 금융위기에 빠뜨린 전력이 있는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 거품 징조가 미국과 영국 주요 도시의 고가 부동산 시장에서부

터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정책으로 세계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며 다시 거품이 끼고 있다

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3·30 부양책 이후 부동산 시장‘꿈틀’
중국이‘3·30’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베이징, 상하이 등 1선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늘면서 부동산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2선도시는 아직 거래량이 미미한데다 지난달 부동산 거래면적도 전달보다 하락

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둔화가 이어지고 있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이 3·30 대책이 발표된 이후, 38개 도시의 부동산 거

래량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대비 1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베이

징, 상하이, 광둥, 선전 등 1선도시들의 평균 상승폭은 51.4%로 높게 나타났는

데 베이징의 경우 거래량이 2,359채, 거래면적은 220,600㎡로 집계됐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30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융,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 3·30 대책을 발표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1주택 보유자가 두 번째 주

택 구매시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40%에서 60%로, 대출을 상환한 경우에

는 60%에서 70%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70%에서 80%로 늘렸다. 또한 양

도시 일종의 거래세인 영업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보유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같은 부동산 경기 부양책 시행 이후 1

선도시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지만 2선도시 등은 거래량이 미미한데다 지

난달 부동산 거래면적은 전달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달아오르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시장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글로벌 자금이 몰리면서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고 부동산 투자

업체간 대형 인수합병(M&A)도 잇따르고 있다. 작년까지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

졌던 부동산시장 M&A는 올해 들어 저금리 및 대형투자자들의 투자행보로 인

해 다시금 불이 붙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부동산 투자신탁회사인 프로로지스

는 미국 전역에 걸쳐 605만㎡의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KTR캐피털파트너스

KTR은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시카고, 텍사스, 플로리다 일대를 중심으로 물류

센터와 창고, 사무용 빌딩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총액이 220억달러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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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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광서원
[위치] 서울 관악구 신림동 105
[대지면적] 601㎡
[연면적] 2,218.65㎡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3년 11월 
[매매가] 48억원 
[특징] 원룸형태 67실, 기업 학교 기숙사로 추천

인천개발부지
[위치] 인천시 남구 용현동 630-8
[대지면적] 656.2㎡
[연면적] 1,205.73㎡
[건물규모] 지상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88년 04월 
[매매가] 26억원
[특징] 요양병원 신축, 근생 및 오피스텔 개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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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가든플레이스 빌딩
[위치]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1-153
[대지면적] 1,097.2㎡
[연면적] 1,665.96㎡
[건물규모] 지상3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4년 04월
[매매가] 230억원 
[특징] 광화문대로변, 면세점, 문화, 종교, 사옥, 급매

쌍림동 3-1,3-2번지 토지
[위치] 서울 중구 쌍림동 3-1, 3-2
[대지면적] 69.1㎡
[건물규모] 지상2층
[매매가] 9억원
[특징] 퇴계로 대로변 위치
        일반상업지 신축시 5층 이상 가능

대흥동 상가주택
[위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61
[대지면적] 329.6㎡
[연면적] 1,995.1㎡
[건물규모] 지상9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04년 04월
[매매가] 120억원 (수익률 3.12%) 
[특징] 포스코사거리 이면 사옥용, 수익용 추천

율동공원 레스토랑
[위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291
[대지면적] 279㎡
[연면적] 317.9㎡
[건물규모] 지상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11년 06월
[매매가] 14억원 
[특징] 율동공원 럭서리한 빌딩 (사옥용, 수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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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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중곡동 상가주택
[위치] 서울 광진구 중곡동 107-40
[대지면적] 298.2㎡
[연면적] 164㎡
[건물규모] 지상2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74년 10월
[매매가] 22억 5천만원
[특징] 상가주택부지 추천 (건폐율 60%, 용적률 200%)

광주시 신현리 토지
[위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312-5외 3필지
[토지면적] 529㎡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매매가] 3억 2천만원
[특징] 분당 5분, 강남 20분 소요
        고급 전원주택지로 적합

화성시 활초리 연수원
[위치]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196-2외 3필지
[대지면적] 3,256㎡
[연면적] 4,513.54㎡
[건물규모] 2개동 지상4층
[준공연도] 2011년 12월
[매매가] 65억원
[특징] 숙소동, 교육장, 체육시설 등 연수시설 완비, 최신식 설비

양주시 장흥면 임야
[위치]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산88번지 외
[대지면적] 111.531㎡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매매가] 25억원
[특징] 감정이하 급매 물건
        (야영장, 스크린골프, 체육시설 개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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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지로 적합

천안시 율금리 토지
 
[위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리 산16-1외 2필지
[토지면적] 7,809㎡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매매가] 13억원 
[특징] 북천안 IC에서 5분거리 위치, 분할매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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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토지
[위치]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112외 4필지
[대지면적] 6,724㎡
[매매가] 25억원
[특징] 98번 지방도에 접한 토지로 공장 및 
        물류창고 최적

오산공장
[위치]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431-1외 10필지
[대지면적] 8,476㎡
[연면적] 3,571㎡
[건물규모] 지상2층 / 지하1층 (6개동)
[준공연도] 1985년 01월
[매매가] 77억원 (3.3㎡당 300만원)
[특징] 북오산IC 1번국도 인근/종교,의료시설 물류창고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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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61
[대지면적] 329.6㎡
[연면적] 1,995.1㎡
[건물규모] 지상9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04년 04월
[매매가] 120억원 (수익률 3.12%)
[특징] 포스코사거리 이면 사옥용, 수익용 추천

영등포 상가주택
[위치]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34길 38
[대지면적] 253.32㎡
[연면적] 295.74㎡
[건물규모] 지상2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69년 02월 
[매매가] 30억원 
[특징] 영등포시장 교차로 이면 위치 투자물건 추천

주안동 웰빙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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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생및원름 신축부지 개발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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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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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동 에스엔제이빌딩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52-3
[대지면적] 766.5㎡
[연면적] 1,993.10㎡
[건물규모] 지상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10년 04월
[매매가] 44억원 
[특징] 흥덕택지지구 인근 (근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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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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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ing

도산대로변 DMCC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61-5외 1필지
[임대면적] 942.1㎡
[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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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사거리 V&S (5층)
[위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46, 55
[임대면적] 864.40㎡
[전용면적] 7,622.60㎡
[건물규모] 지상14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11년 05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115만원 / 임대료 7만원(기준층) 
[특징] 포스코사거리 이면 컨디션 좋은 빌딩 (전용률 72%)

신림빌딩
[위치] 서울 관악구 신림동 406-7
[대지면적] 712㎡
[연면적] 2,677.5㎡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3년 11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36만원 / 임대료 2.9만원
[특징] 건물전체 사옥, 학원, 요양병원 통임대

삼화빌딩 (신축)
[위치] 서울 강남구 삼성동 37-17
[대지면적] 611.33㎡
[연면적] 5,097.54㎡
[건물규모] 지상15층 / 지하3층
[준공연도] 2015년 07월 예정
[3.3㎡당 임대가] 보 50만원 / 임 5.5만원 / 관 2.5만원
[특징] 선정릉역 초입, E/V 2기

K+ 메디타워 (전층)
[위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16 
[대지면적] 296.2㎡
[연면적] 2,922㎡
[건물규모] 지상15층 / 지하3층
[준공연도] 2015년 04월 
[3.3㎡당 임대가] 보 160만원 / 임 10만원(기준층)
[특징] 2-7층,14,15층 병의원 근생용도 추천, 8-13층 업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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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정피부체형과학 (4층)
[위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37-18
[대지면적] 235.6㎡
[연면적] 750.34㎡
[건물규모] 지상5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4년 08월 
[임대가] 보 3천만원 / 임 286만원 / 관 24만원 
[특징] 압구정 로데오거리, 시설인수, 시설비 3천만원

강남빌딩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1
[대지면적] 2,702.5㎡
[연면적] 36,202.9㎡
[건물규모] 지상21층 / 지하6층
[준공연도] 1995년 12월
[임대가] 보증금 4억원 / 임+관 4천백만원 
[특징] 임대 1,712㎡/ 전용 953㎡/ 분할 임대가능

제우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0
[대지면적] 766.5㎡
[연면적] 3,305.2㎡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2층
[준공연도] 1984년 12월 (2009년 전체 리모델링) 
[3.3㎡당 임대가] 보 1,481,481원 / 임 83,700원
[특징] 임대 446㎡ / 전용 297㎡ / 4,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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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빌딩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0-6
[대지면적] 685.9㎡
[연면적] 1860.84㎡
[건물규모] 지상5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80년 07월 (2013년 10월 리모델링) 
[임대가] 보 6천만원 / 임 410만원 / 관 61만원
[특징] 서울교대교차사거리 사임당로 대로변 위치

태양빌딩 (지하1층)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34
[대지면적] 255.8㎡
[연면적] 660.95㎡
[건물규모] 지상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5년 11월
[임대가] 보 6천만원/ 임 260만원/ 권 3천만원(협의가능) 
[특징] 강남역 초역세권, 신축 대성학원 앞, 이자카야 영업중 

에스엔제이빌딩 (1층)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52-3
[대지면적] 766.5㎡
[연면적] 416.53㎡
[건물규모] 지상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10년 04월 
[임대가] 보증금 7천만원 / 임대료 7백만원 
[특징] 임대 (1층 전체 / 분할도 가능)

새마을운동중앙회
[위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8-4
[대지면적] 1,886.1㎡
[연면적] 16,037.7㎡
[건물규모] 지상10층 / 지하6층
[준공연도] 1997년 04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66만원 / 임대료 4.1만원
[특징] 주차가 편리, 삼성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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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빌딩 (B1, 1층, 2층 임대)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8-9
[대지면적] 404㎡
[연면적] 1,999.71㎡
[건물규모] 지상7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01년 11월 
[임대가] 보 1억원 / 임 700만원 / 관 30만원
[특징] 서초역, 반포대로변, 전 업종 : 파리바게트

오클라우드호텔 상가 (B1, 1, 2층)
[위치]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58길 12
[대지면적] 1,076㎡
[연면적] 13,255㎡
[건물규모] 지상14층 / 지하6층
[준공연도] 2014년 09월
[3.3㎡당 전세가] 1층:1,400만원 / 2층:900만원 / 지하:650만원 
[특징] 신논현역 신축 호텔 내 상가

823 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6
[대지면적] 11,138.1㎡
[연면적] 14,148.5㎡
[건물규모] 지상14층 / 지하6층
[준공연도] 2011년 04월
[임대가] 보 2억원 / 임 1,450만원 / 관 510만원
[특징] 강남역/역삼역 인접(더블역세권), 1F 커피전문점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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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