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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  Realty Times

ERA KOREA는 3사분기를 결산하는 회의를 가졌다.

2020년 3사분기 거래 유형별 추이를 살펴보면 매출액 기준 

임대차 부분은 26.8%, 매매 부분은 71%, 그리고 나머지는 기

타부문이 구성했다. 또한 월별로 보면 7월 매출이 3사분기 매

출의 약 50%를 차지했다. 

2020년 부동산 거래 시장의 트랜드는 역시 매매가 아니었나 

싶다. 

2020년 4사분기도 더욱 열심히 뛰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

랍니다.   

“업무용 빌딩이 하 수상 하다”

ERA 알림방

최근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대책이 23번 발표되는 동안 많은 정책과 규제가 발표되었다. 대부분 APT 및 주택에 관한 규

제와 세금 위주의 정책이였다. 임대차3법 및 세법 강화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하여 주거시장은 당분간 신규 투자나 

투자여건이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은 풍부하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아 고민하던 투자자들이 업무용 빌

딩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의 저금리 기조와 주택 대비 낮은 세금과 대출완화 등으로 투자자들의 눈길이 업무용빌딩 쪽으로 향하고 있다.

강남권에 위치한 업무용 빌딩의 경우 100억 미만의 “꼬마빌딩”은 이제 눈을 씻고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지경이고 

100억에서 200억 사이의 빌딩도 그나마 매물로 있는 물건은 시장가 보다 120-150% 올라간 매매금액을 소유자들이

요구하고 있다. (사실 200억 이상의 빌딩은 대개의 경우 기업들이나 기관투자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

정부가 주택 및 APT시장에 대해 강력한 규제책을 시행하면서 풍선 효과로 업무용 빌딩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는 수익률이 낮더라도 향후에 리모델링이라던가 임차인 교체, 용도 변경 등을 통해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아이

디어가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완료 되었을 때의 기대 수익률을 가늠할 수 있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많은 경험과 노력이 수반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노력과 인내없이 달콤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

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이다. 

여하튼 업무용 빌딩에 대한 투자처로서의 관심, 기대의 수용치는 투자자들의 준비된 노력으로 이루어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 업무용 빌딩에 대한 관심세는 지속될 것 같고 

매수세도 뜨거울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업무용 빌딩을 매입할 때에도 반드시 고

려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그건 바로 수익률 일 것이다. 업무용 빌딩은 대표적인 

수익용 부동산이다. 그런데 수익률을 간과한다면 전

쟁터에 칼을 놓고 나가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 현재 수익률만을 이야기 하

는 것이 아니다.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도 보는 눈이 필

요하다. 

연도별 Office 거래규모

자료 : BEAST SYSTEM



Issue No. 101 2020년 11월호

[주]이알에이코리아리얼티  www.erakorea.com  TEL 02-2222-6000   FAX 02-2222-600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1 동성빌딩 12층

중개사 없는 중개
요즈음의 중개업계의 최고의 고민과 화두는 정부(기획재정부)가 던진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일 것이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일제히 시위에 나섰고, 정부는 부랴부랴 기재부 관계자를 인용해 진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혼란이 일고 있는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가 촉발된 원인부터 시작하여 중개 업계의 향후 돌파구 및 대책에 대

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논란의 배경

2.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가 과연 가능할까?

3. 직업적 가치가 있는 공인중개사란?

4. 결 론

1. 논란의 배경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를 없애자는 정책이 아니라, AI를 통한 위조 방지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라고 해명했다. 물론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지만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그 궤

를 달리하고 있다. 그 동안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라는 이유로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사스템＂이 필요 하다는 생각을 주장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개사들과 일반국민들은 서로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도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가 가능할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서로 갑론을박하고 있다.

한편의 의견은 요즈음은 AI 기술 및 VAR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공인중개사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약이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분석은 누가 하냐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일각의 관계자는 APT처럼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부동산이라면 그나마 용이하지만 개별성이 있고 특성이 뚜렷

한 토지, 빌라, 상가 등의 디지털화는 쉽지 않다고 한다. 또한 정형화된 APT의 경우도 가격에 대한 적용도 풀기 어려운 난제이다. 

공시가격이나 세금부분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매매가격을 정률화 시켜 계약한다면 매도자나 매수자가 이를 쉽게 받아들이

기는 어려울 것이다. 계약 시 검토되는 권리분석, 법무, 세무 등의 검토가 미비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공인중개사가 일반적으로 고액의 중개수수료만 받아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1건의 계약을 진행하려면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진다. 먼저 물건을 접수 받아야 하고 물건에 대한 각종 서류를 발부 받아야 하고 권리관계 및 저당권 설정 

등을 살펴 보아야 한다. 그 이외에도 사소한 신경과 전문가적인 식견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다.  

또한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매수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홍보 및 광고 활동도 하고 실제 방문 및 영업활동 

등도 갖는다.  이러한 노력 등과 투자가 반드시 결실을 맺는 것도 아닌 것이 부동산 중개업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결코 돈 잘 벌

고 편안한 직업은 아닐 것이다.

2. 공인중개사 없는 거래가 가능할까?

금번 논란의 배경은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지능형(AI)을 추구하기 위한 예산을 총 13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

혔다. 문제는 정책을 설명하는 문구에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가 들어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 

반대한다＂는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의 발표 등으로 거래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

중개사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들이었다. 



Issue No. 101 2020년 11월호

[주]이알에이코리아리얼티  www.erakorea.com  TEL 02-2222-6000   FAX 02-2222-600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1 동성빌딩 12층

3. 직업적 가치가 있는 공인중개사란?

어쨌든 중개사 없는 부동산 계약 시스템을 도입하자면 거래의 현실적인 문제 뿐 만 아니라 중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하

는 정부 신뢰의 문제 등 풀어야하는 숙제가 현재로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기존 공장산업에서 인터넷, AI, VAR산업 등으로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산업 동향,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거래 및 사

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텍트 현상까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는 결국 맞이해야 할 수 박에 없는 미래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중개업계, 국민 모두가 신중히 준비를 해야 하는 문제일 것이라 생각된다.

4. 결론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공인중개사들도 언제까지나 시대의 물결을 거스르고 반대만 하고 시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는 중개업계도 단순 중개 행위 보다는 중개와 금융, 세무, 법무, 개발 타당성 검토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을 개발하는 데 힘써

야 할 것이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구는 약 45만명

이고 금년 합격 예정자까지 합치면 대략 50만명이 약간 넘

을 예정이다.

이 중 개업 공인중개사의 숫자는 대략 10만명 정도가 된다

고 한다. 현실에선 지금도 여전히 개업 공인중개사의 숫자보

다 폐업하는 공인중개사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한다. 이젠 공인

중개사 자격증 하나로 가족을 책임 진다거나 노후대책이 된

다는 막연한 기대도 어려워 졌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현대사회의 발전 속도로 볼 때 AI 및 다

양한 지식기반산업들의 구축으로 머지않아 어떤 모양이더라

도 공인중개사 없는 거래는 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 이 나이에, 기억력이 옛날 갖지 않아, 체력이 떨어져서 등 갖은 이유

를 갖다 붙이고 새롭게 도전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다. 조금 냉정히 이야기하면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은 분

들은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는 힘들 것이다. 다변화되어가고, 100세시대라는 현대사회에서 핑계와 자기개발을 도외시 한다면 과

연 현대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요즈음 젊은 공인중개사 및 업계의 종사자들의 업무능력을 보면 거의 LTE급이라는 표현도 모자른다. 그만큼 준비되어 있고 나름

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인중개사의 경우 본인의 경험, KNOW-HOW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그동안의 경험은 존중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믿고 꾸준한 자기개발을 안 한다면 그 경험과 지식은 사상누각(沙上

樓閣)에 불과할 것이다. 누구나 인지하듯이 지금의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던지 못하던지 간에 우리는 시대

의 물결을 거스르지는 못 할 것이다. 

중개업계도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부단한 노력과 교육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하

고 업무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세무 / 법무 / 금융 / 개발 / 건축(설계) / 그 밖의 업무 관련 등의 역량을 키우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단순 중개 업무가 아닌 종합적이고, 고객에게 그야말로 종합적이고 ONE - 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1994년 ERA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중개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25년 동안 업계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자부한다. (공동 전선망 운영, 부동산 전시장, 실무실습 OJT, 능률협회 6-Sigma 실시 등)

중개업계도 이와같이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 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쟌다르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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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고금빌딩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5-9
[대지면적] 448.6㎡
[연면적] 1,245.98㎡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90년
[매매가] 145억원 
[특징] 트리플 역세권, 왕복 9차선 반포대로 대로변
신축시 최고의 투자가치

명동 유네스코길 상업용빌딩
[위치] 서울 중구 명동2가 54-31
[대지면적] 74㎡
[연면적] 224.75㎡
[건물규모] 지상 4층
[준공연도] 1957년 10월
[매매가] 110억원
[특징] 명동 유네스코길 중심상권 상업용 빌딩

민족통일대통령빌딩
[위치]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89-20 외 4필지
[대지면적] 830.0㎡
[연면적] 7,247.7㎡
[건물규모] 지상 14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2008년 02월 (2010년 증축)
[매매가] 400억원 
[특징] 초역세권, 사옥용/공공용 빌딩으로 추천

황학동 민족통일빌딩
[위치] 서울 중구 황학동 2487
[대지면적] 479.0㎡
[연면적] 4,558.52㎡
[건물규모] 지상16층 / 지하3층
[준공연도] 2014년 09월
[매매가] 280억원
[특징] 역세권, 동대문 쇼핑타운, 왕십리뉴타운 위치 

수류화개원
[위치] 경기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31,31-8,9,10
[대지면적] 2,516㎡ (761.1평)
[연면적] 586.42㎡ (177.4평)
[건물규모] 지상 2층
[준공연도] 2017년 07월
[매매가] 45억원
[특징] 드라마 촬영지 배산임수풍수 고급주택 팬션

테헤란로 이면 일반상업지 
[위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27
[대지면적] 351.8㎡
[연면적] 1,857.04㎡
[건물규모] 지상 10층/지하 1층
[준공연도] 2001년 07월
[매매가] 135억원  
[특징] 업무시설 개발 부지로 추천

아시아미디어타워 4층 
[위치] 서울 중구 초동 42
[대지면적] 1922.8㎡
[연면적] 17947.78㎡
[건물규모] 지상 11층/ 지하 5층
[준공연도] 2009년 12월
[매매 면적] 대지지분 43.15㎡, 전용면적 261.38㎡
[4층 2개호실 매매가] 22억원
[특징] 충무로 지식산업센터 2개호실, 수익률 5.5%

수유동 상가주택
[위치]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9 (수유동 521-49)
[대지면적] 244㎡
[연면적] 611.85㎡
[건물규모] 지상 4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92년 05월
[매매가] 18억원
[특징] 임대수익률 5%
        상가주택 (2020년 리모델링)

검단사거리역 개발부지
[위치] 인천 서구 마전동 981-6
[대지면적] 835.9㎡
[연면적] 1,127.1㎡
[건물규모] 지상 4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89년 04월 
[매매가] 38억원 
[특징] 검단사거리역 대로변 이면 상업지, 개발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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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빌딩
[위치] 서울 강서구 등촌동 512-15
[대지면적] 886.9㎡
[연면적] 4,871.41㎡
[건물규모] 지상 8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1996년 
[매매가] 120억원
[특징] 등촌역 안정적 수익형 건물

Y park Tower 
[위치] 남양주시 다산동 6055-2
[대지면적] 1,899.70㎡
[연면적] 10,946.67㎡ 
[건물규모] 지상 7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2020년 07월
[매매가] 370억원
[특징] 전체 임대 완료시 수익률 4.32%

선정릉공원 인근 다가구주택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3-7
[대지면적] 302.7㎡
[연면적] 638.04㎡ 
[건물규모] 지상 3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96년 09월
[매매가] 65억원
[특징] 선정릉공원 지하철역 인근 다가구주택

논현동 더케이빌딩 (THE K)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0-12
[대지면적] 245.1㎡
[연면적] 819.26㎡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2층
[준공연도] 2012년 5월 
[매매가] 80억원 
[특징] 7호선/분당선 강남구청역 도보4분 
수익률 3.8%

오렌지타워 
[위치]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3-4외
[대지면적] 729.3㎡
[연면적] 3,847.2㎡ 
[건물규모] 지상 12층 / 지하 2층
[준공연도] 2019년 10월
[매매가] 260억원
[특징] 초역세권 신축빌딩으로 의원, 약국 등으로 임
대된 수익용 빌딩

BC빌딩
[위치] 서울 송파구 방이동 201
[대지면적] 365.3㎡
[연면적] 1,573.47㎡
[건물규모] 지상 6층 / 지하 2층
[준공연도] 1993년 12월
[매매가] 75억원
[특징] 방이역 도보 5분, 초역세권 코너건물,  사옥용 
또는 수익용

북창동 꼬마빌딩
[위치] 서울 중구 북창동 104-2번지 전체
[대지면적] 94.2㎡
[연면적] 60.5㎡
[건물규모] 지상 2층 
[매매가] 37억원 
[특징] 북창동 먹자골목 내 상업지 수익형 + 미래
가치

세곡동 다인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세곡동 597
[대지면적] 850.1㎡
[연면적] 2,165.25㎡
[건물규모] 지상 4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2014년
[매매가] 120억원  
[특징] 헌릉IC/수서역 근거리, 쾌적한 녹지공간, 세련된 
내/외관 사옥용도 추천, 미래 투자가치 최고

북촌한옥주택
[위치] 서울 종로구 가회동 33-34
[대지면적] 267.8㎡
[연면적] 115.7㎡
[건물규모] 지상 1층
[매매가] 21억원
[특징] 룸 5개, ㄷ자형 건축, 전망이 좋은 집, 
용도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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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워크 삼성역점
[위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39
[대지면적] 1,396.9㎡
[연면적] 20,126.44㎡
[건물규모] 지상 19층/지하 6층 
[준공연도] 1993년 12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114만원/임대료11만4천원
[특징] 테헤란 대로변 1~2층, 3층, 18층 임대
금융기관, 전시판매업, 대형 F&B 등 추천

삼보빌딩 (1층 전체 임대)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13
[대지면적] 432.5㎡
[연면적] 2,839.95㎡
[건물규모] 지상 10층/지하 2층
[준공연도] 2007년 04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1억원/ 임대료 800만원
[특징] 카페, 일반음식점, 소매 등 추천,
가시성 뛰어난 위치, 오피스 밀집지역

511타워 9층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11
[대지면적] 1,066.4㎡
[연면적] 12,817.6㎡
[건물규모] 지상 17층 / 지하 5층
[준공연도] 2007년 01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65만원/임대료 6.5만원
[특징] 강남대로변 가시성/접근성 매우 양호한 
업무시설

역삼동 삼일프라자 121호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26번지
[대지면적] 4110.5㎡
[연면적] 38,335.82㎡ 
[건물규모] 지상 16층 / 지하 6층
[준공연도] 1992년 08월
[1층 121호 임대가] 보증금 4억원/임대료 2,430만원, 
관리비 276만원
[특징] 강남역 4번 출구 도보 10분 거리 위치

금명빌딩
[위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12
[대지면적] 2,030.4㎡
[연면적] 14,769㎡
[건물규모] 지상 15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2011년 06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25만원/임대료 2.5만원
[특징] 2층부터 15층까지 다양한 평수의 근생 및 사무
실, 안양호계동의 랜드마크적인 대형빌딩

바운빌딩 (1~4층)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8-41(논현로79길)
[대지면적] 524㎡
[연면적] 1,667.91㎡
[건물규모] 지상 6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2008년 9월
[1층 3.3㎡당 임대가] 보증금 85.4만원/임대료 5.8만원
[특징] 강남파이낸스센터, 아크플레이스, 한국은행
강남본부, 역삼개나리공원 등 오피스 밀집지역

후너스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4-20외 3필지
[대지면적] 671.10㎡
[연면적] 2,560.20㎡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2020년 08월 예정
[2층 3.3㎡당 임대가] 보증금 96만원 / 임대료 9.6
만원/ 관리비 2만원
[특징] 르네상스파크타워 앞, 후너스엔터테인먼트
사옥, 근린생활시설

신방빌딩 10층
[위치] 서울 서초구 1366-18번지
[대지면적] 539.0㎡
[연면적] 4,149.6㎡
[건물규모] 지상 12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2012년 03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215만원/임대료 8.6만원
[특징] 양재역 사거리, 남부순환로 대로변 위치,
양재역 1번 출구 도보 1분

루미에르신사
[위치]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1길 7 (잠원동13-5)
[대지면적] 244.80㎡
[연면적] 953.37㎡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2020년 02월
[2~5층, R/T 전체 임대시] 보증금 37,500만원/
임대료 2,500만원 (협의 가능)
[특징] 신사오거리 랜드마크 건물, 가시성 뛰어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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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 1층 상가
[위치] 서울 서초구 반포동 90-10
[대지면적] 612.21㎡
[연면적] 1,546.18㎡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91년 09월
[1층 1호 임대가] 보증금 4억원 / 임대료 1,000만원
[특징] 서래마을 카페거리 메인상권 1층 (전용 36.9평)

Y park Tower
[위치] 남양주시 다산동 6055-2
[대지면적] 1,899.70㎡
[연면적] 10,946.67㎡ 
[건물규모] 지상 7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2020년 07월 
[3.3㎡당 임대가] 2층 기준-보증금 168만원/임대료 
11.5만원/관리비 7천원
[특징] 185대 자주식 주차장, 집객력있는 빌딩

서초동 삼보빌딩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4-46
[대지면적] 235.6㎡
[연면적] 231.18㎡
[건물규모] 지상 2층
[준공연도] 1994년 07월
[3.3㎡당 임대가] 임대료 평당 7만8천원
[특징] 통임대, 현재 음식점 임차중

조은R&D 빌딩
[위치] 서울 송파구 삼전동 130-6,7번지
[대지면적] 440㎡
[연면적] 1,427.43㎡
[건물규모] 지상 7층/지하 1층
[준공연도] 2020년 07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926,000원/임대료 70,400원
[특징] 잠실 석촌호수와 주변아파트 배후수요 풍부한 입
지, 삼학사로 대로변 가시성좋은 신축빌딩

제일빌딩 1층
[위치]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4
[대지면적] 390.1㎡
[연면적] 1,405.1㎡
[건물규모] 지상 6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2015년 6월
[1층 139㎡기준] 보8천만원/임650만원/관80만원
[특징] 권리금 협의, 양재전화국사거리 대로변,
         커피숍 고급인테리어, 집기인수

비엔케이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3-6 
[대지면적] 419.8㎡
[연면적] 1,496.87㎡
[건물규모] 지상 6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2004년 01월 
[3층 임대가] 보증금 1억원/임대료+관리비 554만원
[특징] 역삼동 르네상스사거리 이면 위치, 조용하고 접
근성 좋음

엠마오빌딩 (1~4층)
[위치] 서울 송파구 마천동 33-1번지
[대지면적] 304.3㎡
[연면적] 909.76㎡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93년 03월
[임대가] 1층-보증금 5천만원/임대료 450만원
3/4층-보증금 5천만원/임대료 230만원
[특징] 1층: 약국, 2~4층: 병원 임대 요함, 뉴타운예정지

영일빌딩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대지면적] 625㎡
[연면적] 3,684㎡
[건물규모] 지상 6층/지하 3층
[준공연도] 1991년
[4층 340㎡ 임대가] 보증금 1억/임대료 773만원
[특징] 서초대로변, 교대역 초역세권, 외관 양호,
인테리어 구비

담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청담동 87-6
[대지면적] 762.9㎡
[연면적] 2,969.2㎡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2층
[준공연도] 2007년 05월
[3.3㎡임대가] 보증금 1,553,900원/임대료 93,250원
[특징] 학동역사거리, 압구정 로데오 이면의 쾌적한
컨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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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빌딩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23
[대지면적] 594.7㎡
[연면적] 4,844,46㎡
[건물규모] 지상 10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1992년 10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68만원 / 임대료 6.8만원
[특징] 우성아파트앞 사거리, 강남대로 대로변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5번 출구 도보 8분

전기회관
[위치] 서울 송파구 가락동 79-2
[대지면적] 1,474.2㎡
[연면적] 17,498.72㎡
[건물규모] 지상 15층 / 지하 5층
[준공연도] 1992년 05월 (외관, 공용부 리모델링 완료) 
[3.3㎡당 임대가] 보증금 42.9만원 / 임대료 4.29만원
관리비 2.53만원
[특징] 3,8호선 가락시장역 더블역세권 가성비 좋은 업무시설

부영빌딩 (5,6층)
[위치]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6
[대지면적] 1,125.8㎡ 
[연면적] 7,028㎡
[건물규모] 지상 10층 / 지하 4층
[준공연도] 1997년 12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60만원 / 임대료 6만원
[특징] 뱅뱅사거리 강남대로 대로변 위치 
        3호선/신분당선 양재역 3번출구 도보 7분

다른빌딩 (지하1층, 지상2층)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5-23, 25
[대지면적] 517.7㎡
[연면적] 2,533.29㎡
[건물규모] 지상 7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2019년 10월
[3.3㎡당 임대가] 기준층 보 109만원 / 임 8.7만원 
[특징] 한티역 사거리, 도곡로 대로변 위치 
         분당선 한티역 7번출구 도보1분

휘경메디컬프라자
[위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71-1 외 2
[대지면적] 2,558㎡
[연면적] 10,801.33㎡
[건물규모] 지상 9층 / 지하 2층
[준공연도] 1995년 11월
[2층 기준 임대가] 보증금 7,100만원/
임대료+관리비 710만원
[특징] 메디컬 특화 빌딩, 수려한 외관 가시성 우수

수원법원 윈(Win)빌딩 신축
[위치]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5, 6
[대지면적] 1,657.80㎡
[연면적] 10,371.96㎡
[건물규모] 지상 8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2019년 07월
[기준층] 보증금 86만원/임대료 4만원/관리비 1만원
[특징]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입구 바로 앞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EH Tower (1층)
[위치] 강남구 역삼동766-14외1필지 (도곡로319)
[대지면적] 580.09㎡
[연면적] 2,409.62㎡
[건물규모] 지상 7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2018년 11월
[3.3㎡당 임대가] 1층기준 (보증금686.4만원/
임대료 28.6만원/ 관리비2만원)
[특징] 2~7층 어학원 임차중, 주거배후 빌딩

논현동 191-6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1-6
[대지면적] 781.60㎡
[연면적] 1,729.45㎡
[건물규모] 지상 4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94년/1999년 
[3.3㎡당 임대가] 임대료 평당 6만 7천원
[특징] 통임대, 리모델링 협의 가능

정자동 1층 상가
[위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4-3
[대지면적] 5,971.7㎡
[연면적]  28,630.68㎡
[건물규모] 지상 17층 / 지하 2층
[준공연도] 2004년 10월
[임대가] 보 2억5천만원/임 1,400만원
[특징] 분당구 정자동 카페거리 메인상권 1층 상가
(전용 32.4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