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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  Realty Times
재단의‘마루 180’도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도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

램‘팁스(TIPS)캠퍼스’를 테헤란로 인근에 조성 중이다.‘탈 테헤란밸리’바람을 

일으켰던 벤처 1세대와 달리 스타트업 지원센터가 테헤란밸리에 자리를 잡는 이

유는 테헤란밸리의 상징성과 당시 만들어졌던 벤처 투자사 등 관련 인프라의 영

향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또 자신의 손으로‘2세대 벤처붐’을 이끌고 싶

어하는 젊은층의 문화가 다양한 트렌드를 이끄는 강남의 문화와 맞아떨어져 테

헤란밸리에 스타트업 생태계가 꾸려지고 있는 것이다.

상가 권리금 보호법,‘뜨거운 감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점포 시설비와 영업권 등 자릿값) 회수 기회를 법으로 보

장하기 위한 이른바‘상가 권리금 보호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5

월 13일 공포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규 계약자뿐 아니라 현재 임대

차 계약이 진행 중인 상가 임차인들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 개정

안의 핵심은 상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3개월 동안 세입자의 권리금 회

수를 방해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새 

세입자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 또는 수수하거나,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

는 경우, 새 세입자에게 현저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새 세입자와 계약 맺기를 거절하는 경우 등이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어길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3년안에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주의 방해 행위는 세입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배상액은 새로운 

세입자가 내기로 한 권리금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계약 만

료 시점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건물

주가 권리금 회수에 협력하지 않아도 된다. 새 세입자가 임대료를 낼 능력이 없

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고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

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하지만 백

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국·공유재산, 세입자가 점포를 재임

대하는 전대차 계약은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앞으

로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료와 관계없이 누구나 5년간 한 점포에서 장사할 권

리(계약갱신권)를 보장받는다.

명동에서 동대문으로 이동하는 유커
침체했던 동대문 상권이 중국 관광객으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 재작년

에 쇼핑몰 롯데피트인(FITIN) 동대문점이 들어서고 작년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가 개관하며 상권이 조금씩 살아난다는 것이다. 올 들어서는 현대백화점

과 SK네트웍스, 한국패션협회 등 주요 유통 기업 및 단체들이 잇달아 동대문에

오피스 시장,‘임대인 甲’시대 다시 오나
서울 대형 오피스 임대시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임대인 우위 시장으로 바뀔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도심 재개발 등으로 오피스빌

딩 신규 공급이 늘어난 탓에 건물주는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임차인 유치 경

쟁을 벌였지만 올 들어 공급이 줄어들면서 임차인 우위 시장에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서울 주요지역 오피스 빌딩 공급량은 104,581

㎡로 전년(328,307㎡)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과 2017년

에는 오피스 공급면적이 더 줄

어 10만㎡를 밑돌 것으로 집

계됐다. 오피스 임대는 통상 5

년 또는 길게는 10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올해부터 임대 

재계약을 하거나 다른 빌딩으

로 갈아타려는 이전 수요가 활

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

는 점도 임대인 우위 시장 전

환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오피스빌딩은 면적과 준공년도, 관리상태 등에 따

라 가장 좋은 프라임과 A~C급 등으로 나뉘는데 등급이 다소 낮은‘세컨더리

(secondary) 빌딩’에서 A급으로 이전하거나 흩어져 있는 사무실을 하나로 통

합하려는 임차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임차인 우

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사무실이 통폐합

되면서 임차면적이 줄고 있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대형 사무실을 쓸만한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오피스 공급 감소만으로 임대인 우위로 전환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1세대 떠난 테헤란밸리에 제2 벤처 바람
국내 스타트업·벤처 업계에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주변은‘테헤란밸리’로 통

한다. 1990년대 닷컴 열풍, 2000년대 벤처 붐까지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현 

다음카카오), 엔씨소프트, 넥슨, 안철수연구소(현 안랩) 등 국내 벤처 1세대는 모

두 테헤란밸리에서 첫발을 뗐다. 이 테헤란밸리가 국내 ICT 산업 성장의 후반전

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의 메카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ICT 구글의 스타트

업 지원 공간‘구글캠퍼스 서울’이 개소한데 이어 네이버도‘D2 스타트업 팩토

리’의 문을 열었다. 창업지원센터인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디캠프’, 아산나눔

■ 오피스 / 빌딩

■ 리테일 /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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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면 최소 2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이치자산운용은 오는 6

월 중구 순화동에 위치한 순화빌딩,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알파빌딩, 평택 합정

동에 위치한 물류창고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도이치가 시장에 내놓

는 세 개 매물의 매각가는 약 3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치 외

에 인베스코가 소유하고 있는 명동 엠플라자도 매각을 추진 중이다. 엠플라자

의 매각가는 최소 4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M&G리얼이스테이

트가 소유한 강남역 나라빌딩도 매물로 나올 예정이며 삼성생명이 소유한 종로

의 랜드마크 종로타워도 시장 적정가를 알아보고 있다. 현재까지 올해 상반기에 

공개 입찰로 매각된 매물은 충무로의 씨티센터타워(2025억원), 하나대투증권 

영등포사옥(184억원) 단 두건이다. 여기에 지난 4월 동국제강이 삼성생명에 매

각한 수송동의 패럼타워(4200억원)

를 합쳐 상반기 시장규모는 약6400

억원 가량이다. 하반기에는 최소 이보

다 3배 이상 큰 시장이 열리는 셈이

다. 이처럼 하반기에 매물이 집중되면

서 외국 자본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

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 도심에서 괜

찮은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외

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오피스 매입

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매물로 나올 예정인 물건들의 경

우 공실률도 높지 않고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 워낙 크기 때문에 

매각은 잘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홈플러스 매각개시
국내 대형마트 체인 2위인 홈플러스 매각이 7월부터 본격화된다. 홈플러스 경

영권 주주인 영국 테스코는 7월에 매각 프로세스를 개시하고 12월까지 주식매

매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2월 이전에 잔금을 완납받는 일정을 마련했다. 홈플

러스 매각은 연초부터 M&A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였다. 영국 테스코가 지난

해 분식회계 문제로 경영진이 교체되는 진통을 겪은 뒤 해외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개선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 자산인 홈플러스 매각이 예상된 것이다. 국내

에선 이미 테스코의 움직임에 반응한 잠재 인수후보들이 미리 매수 자문사를 

선정하면서 하반기 매각개시에 대비하고 있다.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AEP)가 

크레디트스위스(CS)와 자문 제공을 논의 중이고 미국계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

츠(KKR)가 모간스탠리, 시티글로벌마켓 등과 계약을 타진하고 있다. 국내 최대 

PEF(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는 도이치그룹과 자문계약을 논의 

중이다. 재무적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비해 국내 전략적 투자자(SI)들의 반응은 

미지근한 편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7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이 딜을 감당하기가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신세계나 롯데 등 기

존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그룹들의 경우 재

무적 능력과 별개로 독과점 이슈로 인해 인

수전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홈플러스 매

각은 국내 M&A 역사상 최대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매물 가치가 7조

원 안팎으로 평가되고 경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8조원대 가격도 기대된다. 여기

에 테스코와 홈플러스 사이의 2조원 안팎의 채권채무관계 해소도 포함될 가능

성이 높아 10조원 안팎의 자금거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부동산 거래 동향
- 신한BNP운용, 역삼동 삼성제일빌딩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800억대 매각

- 리츠 인가났던‘대현블루타워’매각 무산

- 삼성생명이 소유하고 있는 종로의 랜드마크‘종로타워’매각 예정

쇼핑몰과 면세사업 의지를 드러내며 동대문 시장이 재조명 받고 있다. 통상 중

국 관광객들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명동이다. 인근 광화문, 청계

천, 남산도 주요 방문지다. 여기에 최근 동대문까지 발을 넓히는 관광객들이 느

는 것이다. 동대문은 1970년대 전통시장 위주로 상권이 형성되었고 1990년대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며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2000년대 들어 시설 노후화와 소

비 침체 등으로 유동인구가 줄어들며 상권이 가라앉았다. 하지만 최근 3~4년간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며 동대문 상권도 꿈틀대고 있다. 재작년에 500만명 수준

이던 유동인구가 작년에 600만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720만~730만으로 늘

어날 것으로 보이며, 내국인보다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늘고 있다. DDP는 2007

년 옛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나서 작

년 3월 새롭게 개관했다. 서울시가 DDP

를 인근의 전통시장과 복합쇼핑몰을 연

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하며 해외 관광객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졌다. 작년 

중국의 펑리위안 여사가 깜짝 방문해 주목을 받았던 롯데피트인의 매출이 증가

하고 있으며, 두타의 경우 최근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며 매출도 전년 동기대비 

약 10% 증가하였다. 한류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독특하고 세련된 국내 디

자이너 패션을 많이 찾고 있으며, 앞으로 동대문에 더 많은 쇼핑몰과 면세점이 

들어서면 상권이 더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쇼핑몰‘유통황제’로 우뚝
국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바일 쇼핑에 힘입어 대형

마트·백화점 매출을 뛰어넘고 사상 처음으로 유통채널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온

라인 쇼핑몰이 명실상부한 국내‘유통황제’로 우뚝 선 것이다. 올해 1분기 온

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늘어난 12조3650억원으로 집계돼 

3.6% 성장하며 12조226억원에 그친 대형마트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로써 대

형마트는 연간 기준으로도 10여 년째 지켜온 매출 1위 자리를 올해부터 온라인

몰에 내줄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올 1분기 슈퍼마켓 매출은 전년 대비 0.5% 줄

어든 8조6099억원, 백화점은 3.4% 줄어든 7조1511억원에 그쳐 정체 내지 역신

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바야흐로 오프라인 유통시대가 저물고 PC, 

스마트폰 등을 앞세운 이른바‘온라인 신유통 전성시대’가 활짝 열린 셈이다. 

온라인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등으로 주문하는 모바일 쇼핑 고성장세

가 유난히 돋보였다. 올 1분기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5조5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2%나 급성장했다. 전체 온라인 거래에서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

도 40.9%로 훌쩍 뛰었다. 전문가들은 연간 기준으로 검색뿐만 아니라 쇼핑시장

에서도 이르면 올해 스마트폰 등 모바일이 PC를 추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반기 상업용 부동산,‘큰 장’선다
올 하반기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큰 장이 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개 입찰 형태로 

나올 매물만 최소 1조6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공개 입찰까지 포

■ 매매 /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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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5천억원)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이는 2009년 6억달러(6천590억원)

의 28배에 달한다. 중국 경제 둔화와 공급 과잉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국외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다. 외국 관

문 도시의 주요 사무실 건물에 대거 투자

했던 중국인들이 다른 도시들에 대한 관

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호주 시드니와 멜

버른의 교외 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소매와 호텔 사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호주는 2014년 들어 중국이 120억

달러 규모로 투자한 미국을 이어, 중국의 

해외투자대상 2위 국가로 올라섰다. 중

국의 호주 상업부동산 투자액은 43억7

천만 호주달러(3조7천억원)로 전체 직접

투자액 중 46%를 차지해 비중이 2013년 

14%보다 3배로 높아졌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21%를 차지한 인프라 분야 투

자이며, 관광과 레저 분야 투자는 12%였으며, 광업은 11%, 에너지가 7%, 제조

업 및 농업은 각각 2%와 1%를 차지했다. 중국 민간기업은 투자 프로젝트 건수

와 거래금액에서 처음으로 공기업의 투자를 넘어섰다. 민간기업의 투자 프로젝

트 건수는 전체의 85%를 점했으며, 투자금액은 전체의 67%였다. 

日 오피스 임대가 2년만에 올랐다
일본 도쿄의 오피스 건물 임대료가 2년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3월 현재 

준공 1년 미만의 신축 오피스 빌딩 임대료지수가 141.07을 기록, 전년 동기 대

비 8.75포인트 상승하였다. 임대료지수는 1985년 2월을 기준(100)으로 삼아 임

대료 정도를 지수로 산출한 것으로, 이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것은 약 

2년만이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기업들이 더 넓은 오피스 건물을 찾으면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높인 데 따른 결과이다. 특히 정보기술(IT) 분야 기업의 신

규 채용이 활발해지면서, IT관련 기업들이 새 사무실을 빌리려 하고 있다. 한편 

준공 1년이 넘은 기존 건물의 임대료지수는 0.09포인트 높은 129.90을 기록, 4

년 연속 전년 동기를 웃돌았다. 

뉴욕에 사상 최고가 건물 등장
미국 뉴욕에서 사상 최고가 건물이 거래됐다. 부동산 회사인 ‘SL 그린 리얼

티’가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 근처의‘트로피 타워’를 26억달러(2조8340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다.‘SL 그린 리얼

티’는 117개의 건물을 보유한 뉴욕 최

대의 부동산 회사다. 이 계약이 성사되

면 뉴욕에서 거래된 단일 건물로는 최

고가 기록을 세우게 된다. 2008년 GM

빌딩이 28억달러(3조520억원)에 팔렸

지만, 다른 빌딩 3개와 함께 거래된‘패

키지딜’의 일부였다. 트로피타워는 29

층 규모의 사무용 빌딩(연면적 230만

평방피트)으로 매디슨스퀘어가든 인근

에 있다. 이 빌딩은 부동산 개발업자가 

2003년 메트라이트로부터 6억7500

만달러에 사들여 12년 만에 21억2500

만달러의 차익을 남긴 것이다. 최근 뉴욕의 부동산 경기는 뜨겁다. 같은 기간 주

택 거래 건수(11,216건)는 전년 대비 8% 늘었으며, 맨해튼 지역의 콘도 거래도 

전년에 비해 11% 늘며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다. 

■ 해외 부동산 동향

글로벌 부동산 시장‘후끈’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으로 이어지는 양적완

화 효과가 자산가격 상승을 이끌면서 부동산 시장도 자극하는 모습이다. 부동

산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양적완화 정

책이 노린 경기부양이란 목적이 달성됐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다. 다만 양

적완화에 들어간 순서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움직이는 추이가 뚜렷해, 자칫 후

발주자의 경우 채 시장이 제대로 살아나기도 전에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따

른 충격파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부동산 시장 회복이 가장 뚜렷

한 곳은 양적완화를 가장 먼저 시작한 미국이다. 지난 1분기 미국 상업용 부동

산 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급증했으며, 양적완화에 따른 달러 약세

가 해외투자를 유인하여 해외 투자도 상승세이다. 미국 다음으로 양적완화에 적

극적이었던 아베노믹스의 효과도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일본 5대 부동

산 기업이 지난 3월 매출이 전사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도쿄 오피스 임대

료는 12분기 연속 상승 곡선을 탔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양적완화에 들어갔던 

영국도 가장 먼저 효과를 보고 있다. 지난해 영국의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7.9포인트 뛰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양적완화를 뒤늦게 시작한 유로

존과 중국 등은 부동산 경기 회복추세도 아직 뚜렷하지 않다. 다만 중국의 경우 

2013년 해외부동산 투자규제가 풀린 데다, 최근 금리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투

자환경이 유리해지자 국내 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 글로벌 자금 홍수
연초 이후 글로벌 투자자금이 미국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며, 주거용 부동산은 

물론이고 오피스 빌딩과 쇼핑몰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자산에 국내외 투자

자들이 뭉칫돈을 베팅하고 있다. 지난 1분기 미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전년 

동기에 비해 45% 급증한 129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07

년 이후 최고치에 해당한다. 1분기 미국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해외 투자자금

은 240억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4년 연간 투자 금액의 절반을 웃도는 

수치다. 투자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부동산 가격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 뉴욕

과 샌프란시스코의 노른

자위 고층 오피스타워 가

격이 2008년 기록한 최

고치보다 33% 높은 상황

이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

는 과정에 투자 수익률은 

위축되고 있다. 뉴욕 맨

해튼의 오피스 빌딩 투자

수익률은 4.1%로 2007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 

열기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일제히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Fed)

의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지면서 저금리 여건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에 2분기 이후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매력을 높

인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버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

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 연초 이후 부동산 투자 광풍이 다음 버블과 붕괴의 

씨를 뿌리는 행위라는 지적이 번지고 있다.

중국인 국외부동산 투자 올해 22조원 돌파 전망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중국인의 국외 부동산 투자액이 올해 200억달러(약 22조

원)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중국인의 국외 부동산 투자는 169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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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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다이스벤처 빌딩 8층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8-33
[대지면적] 916㎡
[연면적] 9,054㎡
[건물규모] 지상15층 / 지하3층
[준공연도] 2002년 01월 
[매매가] 22억원 (사단법인연구소 5년계약)
[특징] 수익률 5%, 선릉역 역세권 수익용 물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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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심곡동 건물
[위치] 인천 서구 심곡동 254-4
[대지면적] 485.9㎡
[연면적] 906.29㎡
[건물규모] 지상5층
[준공연도] 2004년 08월
[매매가] 19억원 
[특징] 아파트, 빌라, 주택 등 밀집지역, 편의시설 임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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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양동 자동차정비공장
[위치]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34-8
[대지면적] 2,347.80㎡
[연면적] 5,718.21㎡
[건물규모] 지상3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7년 05월
[매매가] 125억원  
[특징] 인덕원사거리역세권, 미래가치 투자성 최고

율동공원 레스토랑
[위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291
[대지면적] 279㎡
[연면적] 317.9㎡
[건물규모] 지상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11년 06월
[매매가] 14억원 (수익률 5%) 
[특징] 율동공원 럭서리한 빌딩 (베이비 스튜디오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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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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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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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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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산 등산로 초입 상가
[위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221-11
[대지면적] 329㎡
[연면적] 187.15㎡
[건물규모] 지상1층
[준공연도] 2003년 11월
[매매가] 11억원 
[특징] 노출도 최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증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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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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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및 원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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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문촌리 토지
[위치] 경기 용인시 원삼면 문촌리 산 14-2외 2필지
[토지면적] 16,035㎡
[용도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매매가] 16억원
[특징] 물류창고, 전원주택부지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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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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빌딩 (구분소유)
[위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대지면적] 2,964.9㎡
[연면적] 37,115.71㎡
[건물규모] 지상16층 / 지하6층
[준공연도] 2000년 01월
[매매가] 협의
[특징] 교통사통팔달, 현재 휘트니스센터로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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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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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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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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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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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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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45만원 / 임대료 4.5만원 
[특징] 시청, 서대문역, 덕수궁 인근, 사옥/근생/병원/학원용 추천

새롬빌딩 (1층 근생임대)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3-34, 36
[대지면적] 1,718.90㎡
[연면적] 7,722.3㎡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3층
[준공연도] 2012년 09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234만원 / 임대료 14만원
[특징] 선릉공원 전망의 레스토랑, 전시장, 동물병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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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천만원 / 임+관 2천2백만원 
[특징] 8층 일부 / 전용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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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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ing

오디바이크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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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100만원 / 임대료 5.27만원(기준층)
[특징] 길동사거리 대로변 랜드마크 빌딩

인호 IP빌딩 (2,3층)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0
[대지면적] 332㎡
[연면적] 3,228㎡
[건물규모] 지상15층 / 지하3층
[준공연도] 2009년 10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166만원 / 임대료 8.3만원
[특징] 르네상스사거리 테헤란로대로변 빌딩/2~3층 근생및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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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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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주차장부지
[위치] 경기 평택시 평택동 296-2
[대지면적] 608.75㎡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건폐율 / 용적률] 80% / 900%
[임대가] 보증금 2억원 / 임대료 1,800만원
[특징] 평택역 상업지역 나대지
       자동차전시장, 유통매장, F&B추천

족마고우 (1층)
[위치]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778-31
[대지면적] 225.8㎡
[연면적] 660.95㎡
[건물규모] 지상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5년 11월
[3.3㎡당 전세가] 보3천만원/임260만원/권3천8백만원(협의가) 
[특징] 방배동 카페골목 초입 주점 밀집지역에 위치, 인테리어 최신

렉서스 수원전시장
[위치] 경기 수원시 경수대로 514-4
[대지면적] 465.2㎡
[연면적] 1,487.54㎡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12년 06월
[임대가] 보증금 2억원 / 임대료 1,400만원
[특징] 전시장, 병의원, 산후조리원, 리빙업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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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