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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 Realty Times
“2 0 21년 신축년을 맞 으며”
정말 고단했던 2020년이 저물어가고 2021년 소띠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은 우리 모두가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 동료들끼리 마음 놓고 대화도 어려
운 상황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덕목인 관혼상제까지도 미루는 불편함까지 참고 감수하였던 한 해 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지자가 말씀하셨듯이 또 이렇게 시간은 흘러 또 한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신축년은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소띠 해 입니다. 소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부지런하고 묵묵하고 성실한 동
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인간을 도와 농사를 지어주는 인내심 강하고 정직하고 끈기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특히 올해는 그냥 소띠해가 아닌 흰 소띠의 해라고 합니다. 흰 소는 자수성가 할 운이 뛰어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운에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또 소에 관련된 지명도 전국적으로 총 731개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있네요. 전국에서 소와 관련한 지명이 가장 많은 곳은 전라남도
이며 총 204개의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통의 곡창지대로서 농사활동에 있어서 소의 중요성이 부각되
어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소는 예부터 전통 농경사회에서 농사일을 돕는 매우 중요한 가축으로 부와 재
산을 상징하는 농가의 중요한 자산 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민족은 소를 아끼고
보살펴야 집안과 마을이 평안하고 번창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는 우리와 불가분 관계, 친숙하고 항상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주던 듬
직한 친구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2021년이 밝아왔습니다.
코로나 19 대응에 모두가 지치고 힘들었던 2020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밝아오는 흰 소의 해인 신축년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가슴 따뜻하고 더욱 풍요로운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배 부르게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대박나세요 !!

ER A 알림방
ERA KOREA 직원들이 새해 인사 올립니다.
2021년 소띠해를 맞아 댁내 모두 평안 하시
고 만복이 가득가득 깃들기를 두손 모아 기
원드립니다.
올해도 ERA KOREA의 모든 임직원들은 최
선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행복을 지
켜드리는 일에 진심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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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1년 달 라지는 부 동 산 제 도
2021년을 맞이하여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역시 그동안 정부의 주도하에 강력하게 진행되어 왔던
1. 소득세 관련 세율 강화
2. 1세대 1주택 기조 유지
3.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조로 한 정책들을 선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서민의 삶이 풍요로와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책들을 정리해 해보았습니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소득세 과세표준의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42% 세율이었던 것을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새롭게 신설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 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
대해 세율이 3% 늘어나서 총 45%를 적용하게 됩니다.

2.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2021년 1월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사자가 1주택 1분양권자라면 이는 곧 2주택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1주택 양도세인 6 ~ 42%, 9억 이하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다음과 같이 바뀐다고 합니다.
6~ 42% 양도세에 2주택일 경우 10%, 3주택일 경우 20%의 세율이 중과 된다고 합니다.
또한 7.10 대책에 따라 2021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기존보다 10% 올라간다고 합니다.
결국

1주택 1분양권자는 최대 42% + 10% + 10% = 총 62%
2주택자인 경우 42% + 20% + 10% = 총 72%의 세율이 부담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아닌 만큼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 합니다.

3. 종합부동산 세율 최고 6.0% 인상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 조정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 9억원 까지 공제 대상으로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2주택 이하 소유시에는 0.6% ~ 3.0%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1.2% ~ 6.0%까지 적용됩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제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공시가격 현
실화 방침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 1세대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1) 연령공제 40%
(2) 보유공제 50% 를 합쳐 종부세의 80%까지 공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현행 최고 70%에서 10% 상향 조정된 만큼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세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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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
된다고 합니다.
현행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를 하던 것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를 해서 각각 40% 까지 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져서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5. 법인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 적용
2021년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 법인 세율인 10~ 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기존의 10%에서 20%로
인상됩니다. 개인과 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추가 세율 적용대상에는 주택 취득을 위한 권리인 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추가된다고 합니다.

6.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특별공급 기준 완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특별 공급 소득요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현재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신
혼 부부 특별 공급 소득 요건을 130% (맞벌이 140%) 이하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생애최초를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 공급 물량 중 70%는 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  

7.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
2021년부터 투기 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최초 조합설립을 신청
하면 이후 분양 신청 공고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조합
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첫 시작인 안전진단의 관리주체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허위
로 작성된 안전진단 보고서 뿐만 아니라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도 과태료
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8. 전월세 신고제 시행 / 공시가격 현실화
전월세 관련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의 전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향후 2030년 까지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상향 합니다. 2020년 현재 공동주택은 69%, 단
독주택은 53.6%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세금부담이 더욱 커질 예정입니다.

맺음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부동산 소식에 귀를 세우고 지냈던 한해 였던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시장에 반영하면 그 틈새를 노려 풍선효과 등으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그야말로 혼돈과 혼
란의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정부의 정책 수립도 합리적이고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입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시장 및 국민들도 정부의 진심을 알아주고 부동산을 더 이상 투기재가 아닌 건전한 활용재(이용재)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지난 한해 모두 수고하셨고 올 한해도 건강하고 복된 한해를 잘 엮어 나가시기를 기원하며 더불어 코로나도 하루빨리
우리 곁에서 종식되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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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

테헤란로 이면 일반상업지

수류화개원

명동 유네스코길 상업용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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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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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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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빌딩 3층 전체

어린이재단 양천빌딩

민족통일대통령빌딩

[위치] 인천 중구 사동 13-4
[전용면적] 637.03㎡
[임대면적] 1001.43㎡
[건물규모] 지상 10층 / 지하 2층
[준공연도] 2003년 7월
[매매가] 13억원
[특징] 신포역 초역세권 수익률 5.5% 급매물

[위치] 서울 양천구 신월동 27-3
[대지면적] 959.1㎡
[연면적] 2,683.01㎡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89년 07월
[매매가] 110억원
[특징] 대로변 사옥 및 병원으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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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IC 프뢰벨 물류창고

수유동 상가주택

[위치]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61-1
[대지면적] 11,506㎡
[연면적] 11,360.64㎡
[건물규모] 지상1층 / 지하3층
[준공연도] 2006년 09월
[매매가] 150억원
[특징] 경부고속 안성IC 및 스타필드(안성) 바로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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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사거리 먹자골목 초입
근생건물
[위치]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4-28
[대지면적] 167.9㎡
[연면적] 163.44㎡
[건물규모] 지상 2층
[준공연도] 1979년 9월
[매매가] 23억원
[특징] 올근생 소형상가건물, 재건축시 4~5층 가능

[주]이알에이코리아부동산중개법인 9250-8612 TEL 02-6003-5000 서울 강남. 강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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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동 191-6

북촌한옥주택

리치빌딩 4층

[위치] 강남구 논현동 191-6
[대지면적] 781.60㎡
[연면적] 1,729.45㎡
[건물규모] 지상 4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94년/1999년
[매매가] 190억원
[특징] 제3종 일반주거지역, 9호선 언주역 도보2분,
신논현역 도보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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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서울 광진구 구의동 214-6번지 외 2필지
[임대면적] 613.27㎡
[건물규모] 지상 6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2011년 10월
[매매가] 25억원
[특징] 대기업 자회사 사용 안정적인 임대수익
보장

충무로역 거봉빌딩

할리스커피 구분상가

[위치] 서울 중구 필동1가 35-1
[대지면적] 132.2㎡
[연면적] 1,034.84㎡
[건물규모] 지상 6층/지하 1층
[준공연도] 1969년 06월
[매매가] 110억원
[특징] 충무로역 더블역세권 코너 근생빌딩

[위치]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2번지 1층
[대지면적] 427.908㎡
[연면적] 259.47㎡
[건물규모] 지상 21층 / 지하 4층
[준공연도] 2005년 9월
[매매가] 61억원
[특징] 할리스커피 직영운영 수익률 4.3%

힐스테이트 미사역 그랑파사쥬
B1 SSM 매장

선정릉공원 인근 다가구주택

성북동 한옥주택

Y park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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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서울 성북구 성북동 9-30외 두필지
[대지면적] 661㎡
[연면적] 374.57㎡
[건물규모] 지상 1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2008년 05월
[매매가] 85억원
[특징] 최고급자재,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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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알에이코리아부동산중개법인 9250-8612 TEL 02-6003-5000 서울 강남. 강부구

[위치] 경기 하남시 망월동 1100번지
[대지면적] 18,340㎡
[연면적] 228,472.37㎡
[건물규모] 지상30층 / 지하 6층
[준공연도] 2020년 7월
[매매가] 176억원
[특징] 10년 임대차 완료, 5호선 미사역 직접연결,
프렌치 테마 쇼핑몰 내 위치, 가격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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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명빌딩

루미에르신사

역삼동 삼일프라자 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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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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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26번지
[대지면적] 4110.5㎡
[연면적] 38,335.82㎡
[건물규모] 지상 16층 / 지하 6층
[준공연도] 1992년 08월
[1층 121호 3.3㎡당 임대가] 보증금 1,468,455원/
임대료 146,845원/관리비 1만원
[특징] 강남역 4번 출구 도보 10분 거리 위치

511타워 9층

후너스역삼빌딩

위워크 삼성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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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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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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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랑빌딩

논현동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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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3-5
[대지면적] 343.2㎡
[연면적] 675.96㎡
[건물규모] 지상 3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82년 12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133.3만원/임대료 15.3만원
[특징] 통임대, 논현역사거리, 강남대로변 위치
전시관, 병원, 헤어샵, 홍보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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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알에이코리아부동산중개법인 9250-8612 TEL 02-6003-5000 서울 강남. 강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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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오빌딩 (1~4층)

비엔케이빌딩

퍼스트애비뉴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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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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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서울 송파구 석촌동 275-15
[대지면적] 175.2㎡
[연면적] 459.85㎡
[건물규모] 지상 4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2020년 10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107만원/임대료 8.9만원
[특징] 8호선 송파역 도보 7분, 헬리오시티 등 배후
1만세대, 통임대 가능

제일빌딩 1층

마평동 530-3외 2필지

서초동 삼보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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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용인 처인구 마평동 530-3외 2필지
[대지면적] 2,079㎡
[연면적] 건물없음
[임대가] 보증금 5억원, 임대료 1,700만원
(대지평당 2만7천원)
[특징] 토지임대, 7차선 도로 옆 가시성 좋음
도로와 약 120m 접합 홍보효과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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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일빌딩

담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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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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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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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알에이코리아부동산중개법인 9250-8612 TEL 02-6003-5000 서울 강남. 강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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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교차로

휘선빌딩 (도산대로)

다른빌딩 (지하1층, 지상2층)

송파구 토지임대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93-2외 2
[대지면적] 4,026.1㎡
[연면적] 910.3㎡
[건물규모] 지상 8층 / 지하 2층
[준공연도] 1990년 1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132만원/임대료 7.8만원
[특징]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위치, 1층 스타버스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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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서울 송파구 방이동 23-3외 1필지
[대지면적] 641.2㎡
[연면적] 건물없음
[건물규모] 건물없음
[임대가] 보증금 10억원/임대료 6천만원
[특징] 토지임대(현 나대지), 올림픽로 대로변
가시성, 홍보효과 좋음

위레벤646 신축 상가

전기회관

부영빌딩 (5,6층)

[위치] 서울 강남구 삼성동 78-1
[대지면적] 1,484.10㎡
[연면적] 12,348.07㎡
[건물규모] 지상 19층 / 지하 5층
[준공연도] 2021년 6월 준공 예정
[3.3㎡당 임대가] 보증금 205.5만원/임대료8.3만원
[특징] 청담역 1번 출구앞, 경기고사거리 영동대로
대로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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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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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엑스 아케이드 상가 (B1,B2)

수원법원 윈(Win)빌딩 신축

EH Tower (1층)

[위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46
[대지면적] 148,784㎡
[연면적] 55,868㎡
[건물규모] 지상 26층 / 지하 5층
[준공연도] 2002년 3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267만원/임대료 16만원
[특징] 58~64평 병의원, F&B, 골프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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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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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알에이코리아부동산중개법인 9250-8612 TEL 02-6003-5000 서울 강남. 강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