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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  Realty Times

ERA KOREA에서는 2021년 2월 22일에 CONVENTION을 개최했

습니다. 2020년을 잘 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2020년 루키에는 곽 경훈 매니저님이 그리고 최고의 영예인 ERA 

TOP PRODUCER에는 박 상금 부사장님이 영광을 차지하셨습니

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수상하셨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ERA 가족 모두 2021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자리였으면 하는 바램입

니다. 새로운 2021년을 향해 파이팅 ~~

3월을 맞이하며

ERA 알림방

2021년 봄 전령의 기운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새싹이 움을 트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2개의 절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첫번째가 경칩입니다. 경칩은 계칩이라고도 부르는데 동면에 들었던 개구리가 놀라서 깬다는 뜻입니다. 

3월 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동물들을 겨울잠에서 깨울 만큼 날이 풀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봄 절기인데요.

 초목이 싹트고 빈대가 사라지며 흙일을 하기 좋다고 하여 선조들은 이 날에 담을 쌓았다고 합니다. 경칩에 흙일을 하면 1년 내

내 무탈하다고 해서랍니다. 또한 보리싹의 성장상태를 보고 1년 농사의 풍흉을 점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고로쇠나무 수액을 마시는 일종의 풍습이 있다고 하는데 경칩이 지나면 잘 나오지 않고 약효가 적어서라고 하네요

또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몸과 마음을 펴고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보는 새봄이 되었으면 합니다.

드디어 봄의 설레임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3월입니다. 겨우내 쌓였던 고난과 피로를 털어보내고 봄 소식처럼 한 없이 기쁘

고 행복한 한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2020년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류가 참으로 고생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속에 뿌리박고 우

리의 생활을 구속하는 답답한 한해 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인

류의 노력으로 백신 바이러스의 개발과 함께 서서히 코로나의 공포

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한 없이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기지개를 펴

고 2020년의 움추림이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였으면 하는 바램 입

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의 계절 봄을 맞아 따스한 햇살이 우리 주위

를 비춰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3월에 있는데요. 바로 춘분입니다.

춘분은 해가 적도를 지나는 때이며 3월 20일이라고 합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고 추위와 더위가 같다고 합니다.

꽃샘추위로 인해 반짝 한파가 찾아오기도 해 '이월 바람에 검은 쇠뿔이 오그라진다.' 라는 속담으로 때 늦은 겨울 날씨를 얘

기했다고 하네요. 춘분은 1년 중 농사일을 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보통 춘분을 전 후해서 파종준비를 하는 등 농사지

을 준비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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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종합대책
2021년 2월 4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주요 발표 내용은 공공부문 주도로 2025년까지 약 83만호

의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추가적으로 용적률, 일조권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24번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위주와 1가구 1주택을 권장하는 방향이었다면 이번 대책을 계기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공급

을 확대하는 정책적 변화를 엿볼 수 있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그러면 사안별로 2.4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상해 보겠다.

1. 83만호의 주택 공급

금번 부동산 정책에서 시장에 영향에 가장 크게 중점을 

둔 정책이다. 서울에 약 32만호, 수도권에 30만호, 지방

에 약 21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신규부지 물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거의 포화상태인 서울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대

목이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겠다.

1) 공공 시행 정비사업

공공부문(LH, SH)이 주도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

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 조합원의 과반수 요청이 

있을 시 정비사업이 시작되며, 조합의 총회와 관리처분계

획 인가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보통 10년 이상씩 걸리는 

사업준비기간을 5년 이내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이 나서겠다고 하는 사항이다. 

2. 규제 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1)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기존 역세권의 범위를 확장하여 500m 범위로 확장 하였으며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주거복합으로 개발할 시 일반주거지역의 용

적률을 최고 700%로 상향 시키는 안을 포함하여 공공부문(LH, SH)이 사업을 도와 줄 수 있는 사업의 형태이다. 이는 그동안 용

도지역의 건축 규제 및 일조권에 저촉되어 개발 밀도가 낮았던 토지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2) 도심 공공주택 사업

기존에 저개발된 역세권 및 준공업 지역에 용적률을 향상시키고 일조권 등을 완화시켜 고밀도 개발을 추진 하겠다는 전략이다. 개

발 가능한 역세권 범위 500m로 늘리고 이애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시 조례로 발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개발방식에 필요하

면 공공부문(LH, SH)와 공동 사업의 형태로 부지확보 및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사업의 탄력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3) 소규모 정비사업

5,000m2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통해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던 도심의 노후건물 지역을 공공주택 사업과 동일한 혜택을 주

고 지원하겠다는 사업이다. 신축 노후건물 혼재지역은 정비구역 경계설정 제한 및 사업부지 확보 조건 완화, 규제 완화, 세제혜택 

등을 통해 사업을 지원,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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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대책의 또 하나의 주요 내용은 여러가지 사업상의 이득을 제공 함으로서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했다는 점이다. 

첫번째가 사업수익의 10~30%를 증가시켜 준다는 점이다. 용적률 증가로 인한 혜택이다. 두번째로 공공부문이 사업 RISK의 일부

를 떠안는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의 기회 창출이다. 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시행 등의 통로를 열어 놓

음 으로서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 밖에도 앞에서 표현하였듯이 여러가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여 사업기간을 단

축시키겠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3. 새로운 사업영역 구축 

2) 기부채납 부담 완화 +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미 부과

서울시의 조례의 발표가 있은 다음에야 상향된 용적률의 일정 부문을 기부채납 하는 원칙이 정해진다고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

는 사항으로 상향되어 혜택 받은 용적률의 50% 정도를 기부채납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동안 공공부문에만 시

행하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배제 및 2년 실거주 요건 면제＂를 민간 재건축에도 그 혜택을 부여하고 늘어나는 용적률 만큼 기

부채납 받는 형식이 될 것이다.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은 정책적 기반의 변화를 가져 왔다는 점이 특이할 만 하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동안 세제규제 및 1가구 2주택 중과세 등을 통해 수요를 차단하려는 정책과 달리 금번 대책은 역세

권 및 도심 개발 가능지 확대, 용적률 증가, 제3기 신도시 계획 등과 이에 따른 인허가 상의 편의 제공 등 공급기반을 확대하는 것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책기조의 변화를 엿 볼 수 있는 대목이고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또한 최근 서남부권인 광명, 시흥 3기 신도시에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서울과 인접한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한

다. 대략 1가구당 약 3명의 인구를 추산해 볼 때 20만명의 “지방 시" 급의 신도시가 탄생하는 것이다.

2.4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1. 83만호 주택공급 발표에 따른 전월세 및 매매가격 상승률의 하락

: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변화를 준 후 단기적으로는 일단 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꺽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항상 

정부의 정책 발표 후 1개월 이상이 지나야 구체적인 징후가 나타나므로 향후의 추세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 개발 부지의 확보(역세권역, 준 공업지역 등) / 용적률 향상

: 개별 사업주들의 사업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데 막상 정부는 개발을 유도하는데 서울시의 조례가 발표되지 않는 엇박자를 보이

고 있다. 조례가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결정하는데 키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주들의 사업참여 의향도 지금까지는 미온적

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용적률 상승의 일정 부분을 공공부문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3. 공공시행 정비사업

: 공공시행으로 정비사업의 사업기간 및 사업 추진을 간소화 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그러나 역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주체(조

합원 등)와의 갈등 요인을 안고 있다. 조합원들은 많은 수익을 원하고 공공부문은 원가율을 낮추고 빠른 사업을 진행 하려는 데 

그 대척점이 있다. 그래서인지 현재 정비사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형편이다.

2.4 대책 이후 1달 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25번의 대책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정책 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위주에서 공급 정책으로 방향 선회를 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의 오름세도 주춤거리고 있으니 말이다. 국민들에게는 참 다

행일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생명을 지닌 유기체이다. 정책의 방향과 다른 변화양상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항상 시장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정책의 실현을 꼼꼼히 살펴 앞서 범했던 “누”를 다시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4. 2.4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3) 인 허가 신속 지원

또한 이번 조치에서 각종 인허가 및 사업 착수 및 진행에 필요한 허가 및 세부사항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항상 지적되어 왔던 주무 관청의 허가 사항에 관한 신속한 진행을 약속한 것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고충을 토로하던 인 허가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결정(중앙정부 + 지자체 통합 심의)을 하겠다고 하니 환영

하면서 말로만 그치는 대책이 아니고 실행 할 수 있는 조직 정비 및 INFRA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5. 맺 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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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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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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억원 
[특징] 초역세권, 사옥용/공공용 빌딩으로 추천

천호동 럭키빌딩
[위치]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7-98번지
[대지면적] 218.5㎡
[연면적] 642.63㎡
[건물규모] 지하 1층 / 지상 5층
[준공연도] 1993년 09월
[매매가] 46억원
[특징] 40억원대 수익률 좋은 꼬마빌딩

개발형 상가주택 
 
[위치]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1-3
[대지면적] 182.3㎡
[연면적] 171.53㎡
[건물규모] 지상 2층/지하 1층
[준공연도] 1978년 11월
[매매가] 66억원  
[특징] 청담역 영동대로 이면, 자이/아이파크APT 
1,000세대 도보 접근성

어린이재단 양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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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IC 프뢰벨 물류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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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빌딩 3층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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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학동 민족통일빌딩
[위치] 서울 중구 황학동 2487
[대지면적] 479.0㎡
[연면적] 4,558.52㎡
[건물규모] 지상16층 / 지하3층
[준공연도] 2014년 09월
[매매가] 300억원
[특징] 역세권, 동대문 쇼핑타운, 왕십리뉴타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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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미사역 그랑파사쥬 
B1 SSM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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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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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Emart everyday 직영점 임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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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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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동 한옥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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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무로역 거봉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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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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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스커피 구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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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미디어타워 
[위치] 서울 중구 초동 42
[대지면적] 1922.8㎡
[연면적] 17947.78㎡
[건물규모] 지상 11층/ 지하 5층
[준공연도] 2009년 12월
[매매 면적] 전용면적 103.29㎡
[604호 매매가] 11억원
[특징] 트리플역세권 충무로 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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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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빌딩 5, 6층 
[위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7-4
[대지면적] 1,879.67㎡
[연면적] 13,372.08㎡
[건물규모] 지상 11층/지하 4층
[준공연도] 1997년 02월 (2017년 내외부 대수선)
[3.3㎡당 임대가] 보증금 69만원/ 임대료 6.8만원
[특징] 삼성역 테헤란로 대로변
        초역세권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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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당 임대가] 보증금 1,468,455원/
임대료 146,845원/관리비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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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랑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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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너스역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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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미에르신사
[위치]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01길 7 (잠원동13-5)
[대지면적] 244.80㎡
[연면적] 953.37㎡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2020년 02월
[2, 3층 임대가] 보증금 15,000만원/
임대료 1,000만원
[특징] 신사오거리 랜드마크 건물, 가시성 뛰어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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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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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애비뉴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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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평동 530-3외 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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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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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피자스쿨
[위치]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9-11
[대지면적] 259.5㎡
[연면적] 751.27㎡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88년 9월
[임대가] 보증금 3억원/ 임대료 1천5백만원
[특징] 9호선 등촌역 도보 2분, 공항대로 대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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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만원
[특징] 서초대로변, 교대역 초역세권, 외관 양호,
인테리어 구비

EMK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411-1
[대지면적] 858.60㎡
[연면적] 2,898.82㎡
[건물규모] 지상 8층 / 지하 2층
[준공연도] 2020년 12월
[1층 72㎡ 임대가] 보증금 6천만원/임대료 450만원
[특징] 신축빌딩, 양재전화국사거리 가시성 우수,
감각적 디자인, 통임대 불가

남전빌딩
[위치] 서울 광진구 구의동 594-4
[대지면적] 1,881.4㎡
[연면적] 2,872.7㎡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94
[임대가] 1층1호-보증금 3억원/임대료 859만원
1층2호-보증금 3억원/임대료 1,066만원
[특징] 강변역 도보5분/도로 2면 접 뛰어난 가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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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레벤646 신축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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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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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엑스 아케이드 상가 (B1,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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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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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토지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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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선빌딩 (도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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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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