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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  Realty Times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일단 기준은 돈

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돈이 많

을 것일까?

KB금융경영연구소의 부자 기준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

유자이다. 부자의 기준은 이쯤에서 정리하고 그러면 부자들의 

2020년 유망 투자처는 어디일까?  KB금융경영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면 빌딩 및 상가가 제 1투자처라고 분석했다. 부자들의 

자산 중 부동산의 비율이 61.6%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가장 높

은 비중이 빌딩 및 상가가 차지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주거시설(APT) 규제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들은 빌딩, 상가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관심을 갖는 분야는 주거 외 주택 부문이다. 역시 

부자들의 시각에도 주거용 부동산(APT) 시장이 매력적인

가 보다.

주택(APT)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인하

여 9억 이상의 주택(APT)이 몰려있는 강남지역의 경우 주춤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주위의 자산가들과 이야기를 나

누어 보면 그래도 역시 APT가 투자용으로는 최고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수요가 탄탄한 지역의 APT는 최고의 블루오션이

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처럼 부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1순위가 빌딩, 상가 2순

위가 거주 외 주택이다. 어쩌면 가장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이 아닐까 싶다.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라고 흔히 치부해 

버리지만 “부자들은 실제 투자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 단순히 생각하는 것과 실천

하는 것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2020년도 어느덧 한달의 시간이 지나갔다. 머뭇거리다가 기

회를 잃어버리는 여러분 올해는 과감하게 실천력을 높여보는 

것이 어떨까 ? 

이제 생각만으로 하는 투자계획은 그만 두시고 적은 금액으로

라도 투자를 직접 해보는 과감한 선택을 해 보심이 어떠실지

요?   2020년 경자년 한해 “돈 많이 버시고 대박나십시오!!＂  

2020년 “경자년”을 맞아 ERA와 CENTURY 21의 온 식구들이 존

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배를 올립니다.

올 한해도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 하십시요 !

ERA와 CENTURY 21의 모든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고객 여러

분들께 웃음을 드릴 수 있는 한해르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ERA & CENTURY 21 알림방

“2020년 부자 들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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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부동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

이 미칠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실물 경기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 영향에 대해 한가지씩 짚어 보기로 하겠다.

||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타격

금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상업용 부

동산 시장일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오프라인 상권의 경우 부진

에 부진을 거듭하였는데 바이러스가 그 강도를 높여주고 있다.

감염 확진자의 동선이 확인되면서 접촉 및 외출을 꺼리는 이들

이 늘어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극심한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 동네 상권은 그래도 영향이 덜한데 인구가 많이 모이는 광

역 상권일수록 자연히 영향은 커질 전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 외부 활동을 꺼리고 구매도 온라인을 통해 하려는 성향이 

두드러 지면서 대형상권 및 쇼핑몰 등은 그 영향이 불가피해졌

다. 이로 인해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4일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하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공실률 집계를 시작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11.7%으로 집계됐다

|| 사람이 몰리는 APT 시장

SH공사 등은 이달 분양 예정인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개관 취소

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와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청약 정보를 제

공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일반 건설사들도 견본주

택 개관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사이버 견본주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당첨자의 서류 제출과 

계약 기간을 연장해 최대한 인파가 집중되지 않도록 분양 일정

을 소화할 계획이다. 신규 분양시장 뿐 아니라 일반 주택 시장도 

위기감이 예상된다. 특히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부동산 규

제로 거래가 급감한 시장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더욱 위축될 것

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로 거래 절벽과 시장 위

축이 예상되던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확대되면서 거래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토지 등 그 외의 부동산 시장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제외한 그 밖의 부동산 시장은 

2020년 하반기부터 침체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

가 많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이전부터 이러한 예측들은 꾸

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반적인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기업들의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유휴 부

동산의 처분 및 매각을 시도하는 기업이 올하반기부터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올 하반기부터 기업들의 부동산이 시

장에 나오면서부터 토지 및 그 외의 부동산 시장(토지, 공장, 

창고 등 기업용 부동산)들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 같다.

|| 실물경기 침체

바이러스의 여파로 실물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당국의 경

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첫번째로 나오는 이야기

가 기준금리 인하가 대두되고 있다. 기준 금리가 인하되면 시

중에 자금이 풀리고 풍부한 유동성을 갖춘 자금이 부동산 시

장 등으로 유입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실물 경기 침체로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하가 조기에 시행되리

라 예상되고 있다. 

여러 경제 연구소들이 각종 보고를 통해 올해 연간경제성장률

이 0.1~0.2% 포인트 하락을 예측한 바 있으며 금융가에서도 

‘상반기 1회 이상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빠르게 시행될 것

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하튼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사히 

진압(?)되고 경기도 하루바삐 침체에서 탈피해 우리모두가 힘

든 짐을 벗어버리는 계기가 되기를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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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6발표” 50일 경과 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
2019년 12월 16일 정부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인 “12. 16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시장의 변화가 감지된다. 최근 발표한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월 넷째 주 서울 강남 4구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 전주에 상

승폭이 낮아지더니 1월 마지막주에는 강남 4구의 APT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감정원 담당자는 ＂12·16 대책 영

향으로 상승세를 주도했던 고가 아파트의 하락과 외곽 중저가 

단지의 갭 투자 상승이 주춤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모두 

하락 폭이 확대했다＂고 말했다.

되었다.  반면 전세 가격의 동향은 전국적으로 볼 때 0.28% 

상승했다.

서울 0.43% / 수도권 0.39% / 지방 0.17%의 상승폭을 보였

다. 서울은 교육제도의 개편, 방학 이사철을 맞이하여 전세가

가 상승되었고 수도권 등은 서울과 연결된 교통호재 등의 영

향이 있는 호매실(신 분당선), 송도(GTX-B) 등이 그 상승폭

을 키웠다. 

우리는 12. 16발표 전 서울 주택시장 과열이 극심함을 경험했

다. 그러나 일단 대책 발표 후 현재는 가격 조정의 시기가 도

래한 것 같다. 2019년에 이미 상당수의 사람이 주택을 구입했

고 12. 16 대책 이후 강북과 수도권으로 대신할 수 있는 지역

을 찾아 나선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 들이 단기적으로는 부동

산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지만 머지않아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

대심리가 우세하고 수요 또한 많다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5.9%로 전국 주택 보급

률인 104.2%에 한참 못 미친다. 서울 시민 중 55% 이상이 자

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1~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부모, 자식지간의 가구 분화와 더불어 

이혼률 증가 등 사회변화로 소규모 가구가 많이 늘어난 것이

다. 즉 이러한 공급 부족이라는 시장상황 속에서 개발이익환수

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한 재건축, 재개발의 주택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적인 측면만을 지속적으로 정부가 통제하고 관

장하려 한다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3-5년 뒤에 부동산 가격

은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요량은 늘어 가격시장 자체가 천정부

지로 뛸 것임이 불 보듯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2020년 1월까지 조사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매매와 전세, 월세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도권과 서울

의 상승폭은 줄어들었고 1월 마지막 주에는 가격이 하락 되는 

현상을 보였다. 

12. 16 대책으로 서울은 매수세가 급감하여 매매가 상승폭이 둔

화, 하락하는 상황이고 경기, 인천 지역등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

이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서울과의 대중교통 등이 연계되

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하였으나 그 상승폭은 소폭에 그쳤다. 

특히 강남 4구는 급매물의 출현 등 하락 기대감으로 매매가의 

상승세가 주춤하고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어 APT 가격이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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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빌딩 
[위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447-5외 1필지
[대지면적] 209㎡
[연면적] 348.56㎡
[건물규모] 지상3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17년 07월
[매매가] 31억원
[특징] 녹사평역 150m, 루프탑 있는 고급 빌딩

코스모스악기 물류창고
[위치] 경기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240외 3필지
[대지면적] 5,278㎡
[연면적] 3,977.48㎡
[건물규모] 지상 3층
[준공연도] 1995년,1997년,1999년
[매매가] 48억원
[특징] 관리상태가 매우 우수한 물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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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원정리 공장부지
[위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86-103외 3필지
[대지면적] 4,295㎡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 창고부지
[매매가] 18억원
[특징] 공장 및 창고(부지)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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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창동 먹자골목 꼬마빌딩

[위치] 서울 중구 북창동 104-2
[대지면적] 94.2㎡
[연면적] 60.5㎡
[건물규모] 지상 2층
[매매가] 24억2165만원
[특징] 시청역 먹자골목, 미래가치 좋음

인사동 157빌딩 
[위치] 서울 종로구 인사동 157
[대지면적] 763.6㎡
[연면적] 1,540.84㎡
[건물규모] 지상 6층/ 지하 1층
[준공연도] 1965년 08월
[매매가] 400억원
[특징] 인사동사거리 메인 대로변 위치(개발&수익용)

인사동 165빌딩 
[위치] 서울 종로구 인사동 165
[대지면적] 163㎡
[연면적] 182.5㎡
[건물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준공연도] 1967년 12월
[매매가] 100억원
[특징] 인사동사거리 메인 대로변 위치(개발&수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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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원정리 공장부지
[위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86-25 외
[대지면적] 8,134㎡
[연면적] 3,056㎡
[건물규모] 창고동 1동(3,040 ㎡),펌프실(16.5 ㎡)
[준공연도] 2008년 07월
[매매가] 51억원  
[특징] 층고 10M로 활용도 높음

612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청담동 6-12
[대지면적] 221.7㎡
[연면적] 655.26㎡
[건물규모] 지상 4층 / 지하 2층 
[준공연도] 2002년 10월
[매매가] 110억원
[특징] 청담사거리, 명품거리, 전시장 및 사옥추천 

혁신사관학교(연수원)
[위치]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수리 334
[대지면적] 4,484.00㎡
[연면적] 2,631.57㎡ 
[건물규모] 1동 : 지상4층 / 2동 : 지상3층
[준공연도] 2005년 08월 / 2007년 04월
[매매가] 25억원
[특징] 임차사 기숙학원, 수익률 6% 이상

울산시 부곡동 공장

[위치] 울산시 부곡동 20-1
[대지면적] 13,320.2㎡
[연면적] 7,263.36㎡
[건물규모] 지상 2층
[준공연도] 2006년 11월
[매매가] 90억원
[특징]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공장

Boutique Hotel LUONTO 
[위치] 인천 중구 북성동 98-63
[대지면적] 596㎡
[연면적] 1,795.07㎡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2018년 08월
[매매가] 60억원
[특징] 월미테마파크 옆 위치, 일부객실 바다조망권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토지
[위치] 경기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83
[대지면적] 1,742㎡
[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목] 대
[매매가] 13억원 
[특징] 꾀꼬리 산장 옆 토지, 신축부지 추천

주호빌딩
[위치] 서울 도봉구 창동 33-3
[대지면적] 1,050㎡
[연면적] 2,662.8㎡
[건물규모] 지상 4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90년 11월 
[매매가] 70억원 
[특징] 창동 주공아파트 밀집지역내 근생빌딩

활인빌딩
[위치]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2-74
[대지면적] 334.13㎡
[연면적] 1,204.86㎡
[건물규모] 지상5층 / 지하1층
[준공연도] 1991년 08월 (2014년 리모델링)
[매매가] 50억원 (수익률 6% 이상)
[특징] B1~1F 근생, 2~3F 게스트하우스, 4~5F 주택

보령시 대천동 상가주택 
[위치] 충남 보령시 대천동 618-658
[대지면적] 509㎡
[연면적] 1,111.86㎡
[건물규모] 지상 5층/ 지하 1층
[준공연도] 2016년 02월
[매매가] 19억 8천만원
[특징] 보령시 신축 상가주택 수익률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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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월리 공장
[위치] 경기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738-1외 1필지
[대지면적] 11,715㎡
[연면적] 4,137.32㎡ 
[준공연도] 2001년 04월
[매매가] 53억원
[특징] 기계, 중공업, 금속가공 업종 등 추천

명품전원단지-전원주택신축(5채) 
[위치]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38일대
[대지면적] 401㎡
[연면적] 119.71㎡
[건물규모] 지상 1층 - 2층
[준공연도] 2018년 11월
[매매가] 3억 2천만원
[특징] 아늑한 장암리 전원마을내 탁트인 전망

안성시 마정일반산업단지 분양
[위치]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산98-39외 9필지
[토지면적] 61,225㎡
[분양면적] 43,667㎡, 지원시설부지 별도
[건폐율/용적률] 80% / 300%
[준공연도] 2019년 06월
[매매가] 160만원/3.3㎡
[특징] 일반제조업, 물류창고 가능

합덕산업단지 용지
[위치] 충남 당진시 합덕읍 소소리 일대
[대지면적] 33,692㎡
[건폐율/용적률] 70% / 250%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매매가] 70억원  
[특징]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코드추가, 변경, 분할매각 추진 가능

평창동 고급주택 
[위치]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5-64외 2필지
[대지면적] 582㎡
[연면적] 350㎡ 
[건물규모] 지상 2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72년 10월
[매매가] 33억원
[특징] 평창동 초입 사거리, 수려한 전망, 급매

김포시 풍무동 공장(물류창고)
[위치] 경기 김포시 풍무동 1-16
[대지면적] 3,110㎡
[연면적] 3,264.95㎡
[건물규모] 지상 3층
[준공연도] 2008년 04월
[매매가] 78억원
[특징] 층별 건축층고 6m, 준공업지역의 공장, 물류창고

안산 원곡동 개발부지(나대지)
[위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63-5
[대지면적] 1,717.4㎡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3.3㎡당 매매가] 1,058만원
[특징] 도시형생활주택, 기숙사, 노유자시설 가능
        현 나대지 상태로 개발 용이

Sale

신설동역 나대지
[위치]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14-31,70
[대지면적] 920.3㎡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매매가] 125억2755만원
[특징] 신설동역 초역세권 나대지

신설동역 SK주유소 건물

[위치]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0-23,92-67
[대지면적] 822.5㎡
[연면적] 2,631.89㎡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2층
[준공연도] 1995년 09월
[매매가] 211억4800만원
[특징] 상업지역, 신설동역 초역세권,청계천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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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빌딩 (신축)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
[대지면적] 597.10㎡
[연면적] 5,545.93㎡
[건물규모] 지상 16층 / 지하 2층
[준공연도] 2018년 12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100만원 / 임대료 8.5만원
[특징] 테헤란로 대로변 2호선/분당선 선릉역 더블역세권

다른타워 실제 B1층, 지상 4층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8.15
[대지면적] 340.7㎡
[연면적] 2,411.09㎡ 
[건물규모] 지상 11층 / 지하 4층
[준공연도] 2018년 03월 
[3.3㎡당 임대가] 4층 보증금 130만원 / 임대료 9.7만원
[특징] 강남구청역 도보1분, 학동로 대로변 위치

제이빌딩 
[위치]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3
[대지면적] 372.2㎡
[연면적] 1,511㎡
[건물규모] 지상 6층 / 지하 2층
[준공연도] 1992년 11월
[기준층 139 ㎡ 임대가] 보 3천만원 / 임 350만원
[특징] 건물 내외부 리모델링, 양재전화국사거리

김포 풍무동 공장(창고) 3층
[위치] 경기 김포시 풍무동 1-16
[대지면적] 3,110㎡
[연면적] 3,264.95㎡
[건물규모] 지상 3층
[준공연도] 2008년 04월
[임대가] 보증금 1억원, 임대료 1000만원
[특징] 층별 건축층고 6m, 임대면적 1,090 ㎡

제일빌딩 1층(139㎡) 

[위치]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4
[대지면적] 390.1㎡
[연면적] 1,405.1㎡
[건물규모] 지상 6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2015년 6월
[임대가] 보증금 8000만원 / 임대료 650만원
[특징] 권리금 4천만원, 양재전화국사거리 대로변,
         커피숍 고급인테리어, 집기인수

H타워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8-16 
[대지면적] 437.3㎡
[연면적] 4,499.5㎡
[건물규모] 지상 17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2012년 07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129만원 / 임대료 7.8만원
[특징] 더블역세권, 학동대로변, 신축급, 탁월한 뷰

코엑스 지하1층 아케이드상가
[위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대지면적] 148,784㎡
[연면적] 55,868㎡
[건물규모] 지상 26층 / 지하 5층
[준공연도] 2002년 3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261만원 / 임대료 16만원
[특징] 코엑스 오크우드몰 아케이드 274평

평택시 원정리 공장부지
[위치]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86-25 외
[대지면적] 8,134㎡
[연면적] 3,056㎡
[건물규모] 창고동 1동(3,040 ㎡),펌프실(16.5 ㎡)
[준공연도] 2008년 07월
[임대가] 보증금 7000만원, 임대료 2300만원
[특징] 층고 10M
[특징] 층고 10M로 활용도 높음

안산 드림빌딩
[위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7-1
[대지면적] 677.7㎡
[연면적] 2,840㎡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2층
[준공연도] 2019년 04월
[기준층 340.5㎡ 임대가] 보 1억원 / 임 550만원
[특징] 성포동 고급 아파트단지앞, 전층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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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동 120빌딩

[위치]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120
[대지면적] 272.1㎡
[연면적] 798.12㎡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85년 08월 (2017년 07월 리모델링)
[임대가] 보증금 5000만원 / 임대료 350만원
[특징] 보문역 바로앞 대로변 리모델링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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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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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역 7분

다른빌딩 신축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5-23, 25
[대지면적] 517.7㎡
[연면적] 2,533.29㎡
[건물규모] 지상 7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2019년 09월 준공예정
[3.3㎡당 임대가] 기준층 보 109만원 / 임 8.7만원 
[특징] 한티역 사거리, 도곡로 대로변 위치

유이빌딩 신축(2~5층)
[위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86-6
[대지면적] 365㎡
[연면적] 3,623㎡
[건물규모] 지상 7층 / 지하 2층
[준공연도] 2019년 05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65.3만원 / 임대료 5.8만원 
[특징] 연희로 대로변위치, 넓은 전용면적

수원법원 윈(Win)빌딩 신축
[위치]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5, 6
[대지면적] 1,657.80㎡
[연면적] 10,372.35㎡
[건물규모] 지상 8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1985년 12월
[기준층] 보증금 86만원/임대료 4만원/관리비 1만원
[특징]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바로 앞

자현유하우스(APT)
[위치] 서울 서초구 방배동 940-4
[대지면적] 1,648.9㎡
[연면적] 4,638.2㎡
[건물규모] 지상 9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2018년 12월
[46형기준] 전세 5.3억 || 월세 보 2억 / 월세 170만
[특징] 트리플역세권, 신축 첫입주

장안동 힙티크 빌딩 4층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64-2
[대지면적] 504.7㎡
[연면적] 1,381.99㎡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87년 02월 (2017년 9월 리모델링) 
[임대가] 보증금 5000만원 / 임대료 350만원
[특징] 장한로 대로변에 위치하여 가시성 우수

담빌딩 4층 (290㎡)
[위치] 서울 강남구 청담동 87-1,6
[대지면적] 762.9㎡
[연면적]  2,969㎡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2층
[준공연도] 2007년 05월
[임대가] 보증금 2억원 / 임대료 1100만원
[특징] 학동사거리 이면 고급빌딩, 현 피부과 운영중
        4월말 입주가능, 고급인테리어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