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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  Realty Times
가와 각 건물을 잇는 통로 디자인과 세부 설계, 사업비 부담, 소유권 설정, 유지·

관리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결통로가 설치되면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에

서 양동어린이공원, 남대문교회, 힐튼호텔을 지나 남산공원까지 보행길이 확장된

다. 대우재단빌딩을 통하면 힐튼호텔 샛길을 지나 남산공원으로 갈 수 있고, 연

세대 세브란스빌딩과 호텔마누를 통해서는 남대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서

울시는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철거 예정이었던 서울역고가를 그대로 남기고 

그 위에 녹화사업을 추진해 보행로와 공원으로 활용하는‘서울역고가 7017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상가 2층이 뜬다
서울 광화문과 종로, 강남 등 중심상업지구의 건물에서 2층이 급부상하고 있

다.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주로 1층에 매장을 차렸던 업종들이 비싼 임

대료를 피해 2층에 속속 문을 열고 있기 때문이다. 1층에만 입점했던 패스트푸

드업체나 은행들도 2층에 들어서고, 아파트 단지내 신규 상가 2층의 경우 몸값

도 뛰었다. 2층이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를 들 수 있다. 

치솟는 1층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2층

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서울 광

화문·명동·종로·강

남대로 등 도심의 상

업용 건물 2층 평균

임대료는 평당 12만

2100원으로 집계되

어, 1층 평균 임대료

(평당 34만9140원)

의 35% 수준이다. 접근성과 가시성이 개선된 것도 2층 인기에 한몫하고 있다. 

기존에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려면 측면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에 지어지는 상업용 건물들은 건물 전면부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설

치해 2층 접근성을 높였다. 명동, 종로 등 주요 상업지역의 상가 2층은 1층 대비 

2층 임대료 수준이 25~30% 수준에 불과하다. 이 상권은 유동인구 자체는 많

지만 오래 머무는 사람보다 지나치는 소비자가 많아 2층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직장인 등 고정적인 수요가 많은 광화문, 테헤란로 등

의 상가 2층은 1층 대비 임대료가 60% 수준으로 높다. 2층까지 올라와 매상을 

올려주는 소비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동네 띄워놨더니 내쫓기는 상점들
서울 종로구 삼청로 도로변은 한때 젊은 예술인들의‘공방 천국’이라고 불렸던 

게 무색할 만큼 대기업 업체들의 집합소로 변했다. 삼청동 카페골목으로 통하는 

100m에 이르는 길은 좌우 29개 상점 중 절반(14개)이 유명 프랜차이즈 화장품, 

액세서리, 카페, 초콜릿점 등으로 뒤덮여 있다. 양쪽에 뻗어있는 골목 역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군데군데 작은 화랑이나 소상점이 눈에 띄지만 문이 닫혀 있는

오피스빌딩 사들여 저층부 상가로 리모델링
자산운용사들이 입지가 좋은 오피스빌딩을 매입하여 상가비율을 높이는 사례

가 늘고 있다. 상점가가 활성화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빌딩 인지도가 높아

지는 효과가 있어 빌딩 자산가치를 높이기 때문이다. 키움자산운용은 서울 염

리동 마포PJT빌딩(옛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사옥)을 리모델링하고 있다. 지난 

3월 1911억원에 사들인 건물로, 강당 등이 있던 지하1층~지상1층을 상점가

로 꾸미기 위해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5월 매입한 동여의도빌딩의 지상

1~3층을 모두 상업시설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여의도빌딩 바로 앞

에 있는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사무실 임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인

근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자산가치가 30%까지 높아

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인베스코 역시 최근 삼성생명으로부터 매입한 동교동 

빌딩 상가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높

아진 것도 운용사가 상가 비율을 늘리는 이유다. 보통 사무실은 빌딩의 고층

부를, 상가는 저층부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 조건에도 부합한다. 임

대수익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오피스는 임대계약을 할 때 확정한 임대료를 지

급하지만 상가는 매출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기도 한다. MD가 잘 갖춰져 상

권만 활성화되면 높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시도는 중소형빌

딩에서부터 시작해 대형 오피스빌딩까지 퍼지고 있으며, 좋은 입지와 적정 수

준 임대료, 제대로 된 상가 구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건물의 자산가치

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서울역 고가, 랜드마크빌딩과 연결된다
서울역 고가도로가 2017년 공원으로 바뀌면서 주변 5개 대형빌딩과 보행길

로 연결된다. 서울시가 올해 1월 발표한‘서울역 7017 프로젝트-17개의 사람

길’조성의 하나로 시민이 머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

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

다. 서울시는 대우재단빌딩과 

메트로타워, 서울스퀘어빌딩, 

연세대 세브란스빌딩, 호텔마

누 등 서울역 주변 5개 건물 

대표와 연결통로 설치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서울시와 5

개 건물들은 앞으로 연결통 

로 설계 과정에서 서울역고

■ 오피스 / 빌딩

■ 리테일 /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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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세우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제외한 복

합문화센터‘케이-익스피어런스(K-Experience·가칭)’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대

한항공은 경복궁 옆 옛 미국대사

관 직원 숙소가 있던 종로구 송현

동 일대 부지 36,642㎡를 2008년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사

들여 호텔을 포함한 복합문화단지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인접해 있

어 7년 넘게 사업 추진이 막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숙박시설 건립은 학교 주변 

50~200m 이내일 경우 관할 교육청의 재량에 맡기도록 돼 있다. 관할 서울시 중

부교육청의 반대가 이어졌고, 대한항공은 2010년 3월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문화융합센터는 한국 건축 고유의 느

낌을 살린 공간에 볼거리·먹을거리·살거리 등 다양한 시설이 밀집된 형태로 완성

될 예정이다. 방문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 제품을 즐기

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공간으로 만드는 게 대한항공 측의 계획이다. 센터는 2017

년까지 지하3층 지상4~5층 규모로 1차 공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후보지역 9곳 선정
면세점에 이어‘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복합리조트 후보지로 9곳이 선정

되었다. 서울과 경기도가 탈락한 가운데 인천 6곳, 부산, 전남 여수, 경남 진해 각 

1곳 등이다.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쇼핑몰·컨벤션·테마파크 

등이 결합된 시설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9개 지자체로부터 34개 기

업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받아 심사한 결과 9곳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인천

은 영종도경제자유구역, 무

의도, 송도 국제여객터미널 

등 제안서를 제출한 6곳이 

모두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북항 재개발 1단계 부

지와 전남 여수시 대경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등 3곳이 뽑혔다. 이번 후보

지 선정에서 해당 지자체들은 복합리조트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효과와 세수 증

대, 고용 창출 같은‘일석삼조’효과를 노려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문체부는 이번

에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올 11월 27일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안서 공모를 

거쳐 연내에 2~3곳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참여하려면 

외국인 투자 5억달러 이상을 포함해 총 1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카지노 시

설은 전체 연면적의 5%를 넘지 못하며 1,000실 이상 5성급 호텔, 2만㎡이상 쇼

핑시설 등을 지어야 한다. 

주요 부동산 거래 동향
- 바디프랜드, 도곡동 STX 사옥 560억원 매입

- 키움자산운용, 왕십리 코스모타워 695억원원 매입

- 명인제약,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물 938억원 매입

- 인베스코, 동교동 삼성생명 소유 동교동빌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코람코자산신탁, 여의도 하나대투증권빌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이지스자산운용, 공평동 종로타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이지스자산운용, 수송동 수송타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KT&G, 인사동 쌈지길 부동산펀드 통한 매입 MOU 체결

곳이 많다. 삼청동은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코스가 되면서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곳 중 하나다. 삼청동은 물론 종로구 서촌, 북촌 한옥마을, 신사동 

가로수길, 이태원 경리단길, 성수동 등 뜨는 명소에서는 예외없이 이런 현상이 벌

어지고 있다.‘예술가·자영업자들의 이주→개성있는 상권 형성→임대료 상승→

대기업 업체의 점령→동네 띄운 상점들의 씁쓸한 이주’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른바‘젠트리피케이션의 공습’이다. 서울 이태원상권의 월임대료는 지난해에 비

해 올해 42.3%, 성수동1가는 35.3% 폭등했다. 가로수길이 있는 신사동과 서촌, 

북촌 등이 포함된 종로구 일대 역시 월임대료가 1년만에 15.6%, 26.6% 올랐다. 

유명세를 등에 업고 임대료가 치솟고 있는 것이다. 이 덕에 건물주의 주머니는 

두둑해지고 있지만 정작 동네를 일군 일등 공신인 세입자들은 자리를 떠야하는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지역 인지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건물주가‘돈’에 눈

을 뜨고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면서 임대료에 거품이 끼고 있는 것 역시 문제다. 

이처럼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자치구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고는 있다. 임

대료 폭증을 막겠다며 건물주와 세입자간 상생협약(종로구, 서대문구)을 주선하

거나 조례(성동구)를 만드는 식이지만, 노력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산매각 나선 건설사들 … 누가 웃었을까?’`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자산매각에 나섰지만 

성과는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7월 GS건설은 GS리테일에 보유 

중인 삼성동 파르나스 호텔 지분 67.55%를 760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

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미착공으로 남은 PF 사업장 11곳 중 4곳에 대한 공사

를 재개하고 있는 GS건설은 착공전환에 필요한 자금 일부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SK건설과 두산건설도 보유자산 매각으로 다소 악화됐던 유동성에 숨통

이 트인 회사들이다. SK건설은 6월 U-사업부문에 대한 물적분할과 함께 신설

되는 회사인 SK유비쿼터스(가칭) 지분 50%를 재무적 투자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자산매각 차익은 1400억원 가량으로 매각절차가 완료되면 SK건설

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산건설도 같은 시기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부인 렉스콘 사업부를 1100억원에 매각했다. 매수자는 정선레

미콘 등 3개 기업으로 렉스콘 사업부가 보유하고 있던 안양, 인천, 광주, 부산, 

울산 등 5개 공장에 대한 매각이 완료됐다. 이처럼 자산매각에 성공한 일부 기

업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반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업체는 법정관리로 내몰리는 모습이다. 실제 채권단의 자율재무구조개선 협약

시기(자율협약) 연장 거부로 빚 상환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되는 삼부토건

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했다. 법원은 조만간 삼부토건의 존속 또는 

청산여부를 판단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동부건설과 경

남기업은 각각 동부발전당진 지분과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매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연이어 법정관리에 내몰렸다. 

경복궁 옆 대한항공부지에 복합문화공간 만든다
대한항공이 수년째 공터로 놀려야 했던 경복궁 옆 송현동 부지에 문화융합센터

■ 매매 /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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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부동산시장 순화주기에서는 과거 부동산시장의 불안정

을 촉발했던 건축 과잉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뉴욕시 사무실 건설붐 25년만에 최고 수준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의 오피스빌딩 건설붐이 25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경제의 회복에 따른 기업 투자가 활발해진 덕분이다. 게다

게다가 미국중앙은행이‘2008년 금융위기’이후 유지하는 초저금리 기조 덕분

에 풀린 막대한 자금이 건설 분야로 몰리는 것도 뉴욕 부동산경기를 끌어올리

고 있다. 여기에 오피스 공간이 필요한 새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것도 건설붐을 

부추기고 있다. 뉴욕시 건물연합회의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뉴욕시

에서 새로 지어지는 오피스빌딩의 면적은 430만ft2(399,483㎡)에 달한다. 이는 

2014년 한 해 동안 새로 지어진 전체 오피스빌딩 신축면적 240만ft2보다 79%나 

불어난 것으로, 1990년 이후 최대 규

모다. 특히 뉴욕시 오피스빌딩 건설붐

은 맨해튼 서쪽 허드슨강이 보이는 지

역, 원월드트레이드센터가 입주한 지

역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

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부동산업계는 2015~2016년 

사이에 뉴욕 맨해튼을 중심으로 970만ft2에 달하는 지역에서 오피스빌딩이 새

로 들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해외 부동산 동향

전세계 상업용 부동산‘사상 최고가’
전세계 저금리 기조속에 수익에 굶주린 투자자들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글로

벌 상업용부동산 시장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치솟아 과열 경고음이 끊

이지 않는다. 런던과 홍콩, 오사카, 시카고에서 오피스빌딩의 가치는 올해 2분기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뉴욕과 LA, 베를린, 시드니는 1999년 이래 최고가를 경

신했다. 거래도 크게 늘어 올해 상반기 미

국 상업용부동산 거래량은 1180억달러로 

전년대비 36% 증가하며 연율 기준 2006

년 역대 최고치를 앞섰다. 같은 기간 유럽

에서도 거래량은 37% 증가한 1350억 유로

를 기록, 2007년래 가장 활발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채권 등 다른 자

산에 비해 상업용부동산 투자 매력을 끌어올린 결과, 미국 대형 기관투자가들

뿐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 투자자들이 전세계 부동산 매물 입찰에 어김없이 모

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다면 부동산 가

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 인상 의지를 분명

히 한만큼 금리 상승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고 부동산 가격 하락

이 주택담보대출 채무불이행 물결을 나을 수 있다. 하지만 강세론자들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타격을 입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

리 상승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수반한다면 임대주들은 부동산 임대료를 인상할

■ ERA KOREA 주요 매매 실적 (8월)

■ ERA KOREA 주요 임대 실적 (8월)

논현동 오성빌딩

역삼동  L&K빌딩

논현동 엘크루빌딩

반포동 덕명빌딩 대치동 청풍빌딩 청담동 로데오프라자 판교 H-SQUARE

역삼동 K&Y빌딩 양재동 파크센터빌딩 양재동 제일빌딩 논현동  DMCC빌딩

역삼동 그린스튜디오 역삼동 상가건물 삼성동 근생건물 회현동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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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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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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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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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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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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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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빌딩
[위치] 서울 관악구 신림동 566-4, 5
[대지면적] 1,018.5㎡
[연면적] 2,291.44㎡
[건물규모] 지상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8년 04월 (2006년 리모델링)
[매매가] 98억원 
[특징] 남부순환로 대로변 위치, 1.5개층 증축가능

율동공원 레스토랑
[위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율동 291
[대지면적] 279㎡
[연면적] 317.9㎡
[건물규모] 지상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11년 06월
[매매가] 14억 (수익률 5%)
[특징] 율동공원 럭셔리한 빌딩 (스튜디오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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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상가주택
[위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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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달구 인계동 947-16
[대지면적] 465.2㎡
[연면적] 1,487.54㎡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12년 06월
[매매가] 60억원
[특징] 작은숲 컨셉적용으로 도심속 쾌적함을 표현한 빌딩

남경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4-2
[대지면적] 259.1㎡
[연면적] 684.47㎡
[건물규모] 지상4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2년 10월
[매매가] 34억원 
[특징] 수익률 4% 주변시세 합리적 매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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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No. 039 2015. 9월호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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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두창리 토지
[위치] 경기 용인시 원삼면 두창리 산3-8외 2필지
[토지면적] 19,949㎡
[용도지역] 농림지역
[매매가] 21억원 
[특징] 공장 인허가 득(제조장)
        분할매각 가능

광진구 중곡동 상가주택 부지
[위치]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107-40
[대지면적] 298.2㎡
[연면적] 164㎡
[건물규모] 지상2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74년 10월
[매매가] 21억 6천만원 
[특징] 상가주택부지 추천 (건폐율 60%, 용적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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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평창리 전원주택
[위치] 경기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 433-14 일대
[대지면적] 330.58㎡
[연면적] 142㎡
[건물규모] 지상3층
[준공연도] 2015년 09월 준공예정
[매매가] 2억 9,800만원 
[특징] 고밀도, 고단열 준 패시브 하우스

아산공장용지 토지
[위치] 경기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52-3,7,8,9,10,11
[대지면적] 19,134㎡
[매매가] 24억원 
[특징] 공장용지 11,755㎡ 
        임야 7,379㎡

인천시 심곡동 빌딩
[위치] 인천시 서구 심곡동 254-4
[대지면적] 485.9㎡
[연면적] 906㎡
[건물규모] 지상5층
[준공연도] 2004년 08월
[매매가] 17억 5천만원 
[특징] 수익형으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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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군하리 토지
[위치] 경기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422-16외 5필지
[토지면적] 41,517㎡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매매가] 35억원 
[특징] 공장부지 인허가득
        요양병원, 농업용 창고부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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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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KO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66-4
[대지면적] 244.6㎡
[연면적] 769.35㎡
[건물규모] 지상5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89년 04월 (2015년 06월 리모델링)
[임대가] 보증금 4억원 / 임대료 2,900만원 
[특징] 압구정역 대로변 통임대

이앤피타워3 별관 (신축)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2-11
[대지면적] 371.80㎡
[연면적] 1,455.29㎡
[건물규모] 지상6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15년 09월 예정
[3.3㎡당 임대가] 보증금 96만원 / 임대료 5.76만원(기준층)
[특징] 르네상스호텔사거리, 언주로이면, 주택상업지역

반포골프백화점(3층)
[위치]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7-3외
[대지면적] 2,471㎡
[연면적] 6,499㎡
[건물규모] 지상5층 / 지하2층
[준공연도] 2015년 04월 (리모델링 완료)
[3.3㎡당 임대가] 보 82만원 / 임 5.5만원 
[특징] 마감후 층고 4m, 실내 기둥없는 전용공간

K+ 메디타워 (전층)
[위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66-16 
[대지면적] 296.2㎡
[연면적] 2,922㎡
[건물규모] 지상15층 / 지하3층
[준공연도] 2015년 02월 
[3.3㎡당 임대가] 보 160만원 / 임 10만원(기준층)
[특징] 2-7층,14,15층 병의원 근생용도 추천, 8-13층 업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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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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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빌딩 1층
[위치]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2
[대지면적] 627.0㎡
[연면적] 1,649.11㎡
[건물규모] 지상5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85년 10월 
[임대가] 보증금 1억원 / 임대료 700만원
[특징] 압구정역 2번 출구, 상가, 학원, 주거 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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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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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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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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 임대료 6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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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대로변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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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 하이츠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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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출구 초역세권 사무실 (룸 9개)

렉서스 수원전시장
[위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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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부페 광화문점 (5층)
[위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24
[대지면적] 6,757.50㎡
[연면적] 91,716.69㎡
[건물규모] 지상20층 / 지하7층
[준공연도] 2007년 09월
[임대가] 보증금 11억 1천만원 / 임대료 3,778만원
[특징] 분할임대 가능, 프리미엄급 연회 및 돌잔치 전문 뷔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