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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  Realty Times
분주하다. 패스트파이브는 최근 기업 사무공간 이전 및 운영을 돕는 ‘

오피스솔루션’을 선보였다. 또한 프랜차이즈 형태 매장인 ‘파이브스

팟’도 선보일 계획이다. 스파크플러스 역시 사무실 공간탐색부터 업무 

인프라 구축, 멤버십 운영 등으로 구성된 ‘토탈 오피스솔루션’을 선보

였다. 서울 지역 19개 공유오피스 지점에 지정석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

용할 수 있는 ‘스플래스’도 최근 출시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유경제’ 위축에 따라 공유오피스 역시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원격근무 확대, 근무지 분산, 운영비용 절감 등으

로 공유오피스 수요가 늘며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위기의 화장품 로드숍, 脫뷰티
로드숍 전성기를 이끈 에이블씨앤씨의 미샤는 지난해 매장 164개를 닫

은 데 이어 올해 1~3월에도 30개를 추가 폐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재 매장 수는 400여 개로 줄어든 상태다. 한때 미샤 매장이 800여 개

에 달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반 토막이 난 것이다. 대기업 로드숍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니스프리는 매장 수가 2019

년 920개에서 지난해 656개로 줄었다. 에뛰드하우스는 2018년 393개

에서 2019년 275개로 100개 이상 줄었고 4월 기준으로 매장 수는 164

개다.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은 2019년 598개에서 지난해 463개로 

감소했다. 변화하는 유통시장의 흐름과 소비자들의 취향 변화에 따른 부

진으로 로드숍들은 화장품 밖의 영역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토니모

리는 한국 최대 단미 사료 제조업체인 ‘오션’을 인수하여 K펫 푸드 수

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에이블씨엔씨는 사업 목적에 물류 대행업과 

휴게음식점업을 추가하여 

카페와 음식료 사업의 진

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클

리오는 사업 목적에 ‘식

음료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유통.판매’를 추가하

여 이너뷰티로 사업 다각

화를 준비해 왔다.

버거킹,  33년 만에 맥도날드 매장수 앞질렀다
버거킹코리아가 33년 만에 한국맥도날드의 매장수를 앞질렀다. 버거킹

코리아는 올해에도 딜리버리의 거점이 되는 오프라인 매장을 30~40

개 추가로 오픈할 계획이어서 폐점을 이어가는 맥도날드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버거킹코리아의 매장수는 지난해 말 기준 

408개로 맥도날드(407개)를 처음 역전한 데 이어 3월말 현재 411개를 

기록하며 그 사이 3개 매장을 추가로 접은 맥도날드(404개)를 제쳤다. 

1984년 국내에서 처음 1호점을 연 버거킹코리아는 1988년 압구정 1호

점을 시작으로 한국에 진출한 맥도날드의 공세에 밀려 지난 33년 동안  

다시 뜨는 여의도 오피스
올 1·4분기 여의도 오피스의 순흡수면적이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

로 나타났다. 순흡수면적은 신규 임차 면적에서 신규 공실을 뺀 값

이다. 2021년 1.4분기 동안 여의도 A급 오피스의 순흡수면적은 10만

1,738㎡(3만776평)을 기록하며 분기별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전분기 

약 26.9%였던 공실률도 1·4분기 

20.9%로 대폭 줄었다. 특히 여의

도 포스트타워의 공실이 이번 분

기 약 80%이상 해소되면서 공실

률이 크게 낮아졌다. 서울 전체로

도 낙관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

다. 올 1·4분기 서울 A급 오피

스의 순흡수면적은 3만3468평으로 2019년 4·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심(CBD) 7,940㎡(2,402평), 강남

(GBD) 962㎡(291평), 여의도(YBD) 10만1,738㎡(3만776평)으로 세 권

역 모두 순흡수면적이 양(+)의 값을 기록했다. 2021년 1·4분기 서울 A

급 오피스의 공실률은 약 14.9%로 전분기 대비 0.54%포인트(p) 상승

했다. 강남 권역에 센터필드와 한국타이어빌딩이 신규 공급되면서 공실

률이 올랐지만, 기업의 오피스 이전과 증평 수요가 증가하면서 순흡수

면적이 늘어났다. 여의도는 작년 하반기 파크원과 포스트타워 등의 신

규 공급으로 높아진 공실률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인들이 추가 인센

티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에 덩치 키운 공유오피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 사이에서 거점, 위성오피스 수요가 늘면서 국

내 주요 공유오피스 기업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실적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패스트파이브, 스파크플러스 등 주요 업체들은 

공유오피스 지점 확대와 더불어 기업 사무공간 구축을 돕는 서비스나 

프리랜서, 1인기업 전용 상품을 출시해 고객군 넓히기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공유오피스 업계 1위 패스트파이브는 지난해 매출 607억원을 기

록했다. 전년(425억원) 대비 43%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49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 적자폭도 개선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379억원을 기록해 전년(265억원)보다 재무구조도 개선했다. 스파크플

러스도 지난해 매출 26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136억원) 대비 두 배가량 

몸집을 키웠다. 영업손실은 26억원으로 전년(14억원)보다 다소 확대됐

지만, 영업활동 현금흐

름은 같은 기간 45억원

에서 58억원으로 개선

됐다. 공유오피스 업체

들은 올해도 공유오피

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

로 보고 사업다각화에 

■ 오피스 / 빌딩

■ 리테일 /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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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최근 배송 서비스와 효율 극대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

고 있다. 물류 하드웨어 인프라를 발판으로 풀필먼트 서비스로 진화를 모색

하고 있다. 풀필먼트는 제품의 보관과 관리, 레이블링, 포장, 피킹, 배송 등

에 이르는 원스톱 프로세스를 말한다. 아마존의 제프 윌크가 1999년 기존 

물류 센터를 풀필먼트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그동안 대부분

의 온라인 플랫폼사들은 물류 인프라 투자에 더딘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쿠팡’을 계기로 템포가 빨라졌다. 무신사가 물류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강화한 시기는 2~3년 전 부터다. 2019년 경기 이천에 물류센터를 운영 중

인 비앤엠로지스를 인수, 무신사로지틱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초창기 지분

율은 80%였지만 현재는 100%로 완전히 자회사로 흡수시켰다. 네이버는 가

장 큰 약점이었던 물류를 CJ대한통운과 6,000억 규모 지분 교환으로 해결

했다. 콘텐츠 강자인 네이버와 물류 강자인 CJ대한통운이 손을 잡은 이후 

상당한 변화가 예고된다. LF는 2년 전 인수한 코람코자산신탁을 통해 물류

센터 쇼핑에 나서고 있다. 우선 양사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코크

렙안양을 설립, ‘LF안양물류센터’를 재건축, 오는 23년 1월에 준공해 4

월 운영을 시작한다. 에프앤에프는 지난해 말 물류 법인 에프앤에프로지스

틱스를 종합 물류 회사로 키우기 위해 1천억 원대의 주식을 추가 매입, 지분 

100%를 확보했다. 패션 기업 M&A에 가장 적극적인 대명화학은 지난해 유

명 물류기업인 로지스밸리에스엘케의 지분 60%를 확보한 바 있다. 향후 혁

신적인 솔루션과 프로세스, 디지털 베이스의 물류 소프트웨어 경쟁이 치열

해질 전망이다. 또 도심 물류센터, 크로스 도킹 센터 등 배송 최적화를 위한 

시설 기반과 자율 주행 차량, 로봇 등을 이용한 배송 체계에 대한 투자도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사는 부동산 팔았다
국내 4대 금융그룹이 부동산 투자 규모를 1년 새 4,000억원 가까이 줄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큰 손으로 꼽히는 KB금융과 

하나금융이 지나해에만 관련 투자를 6,000억원 넘게 정리하며 눈길을   

끌었다  금융권에서는 유동성 파티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부동산 시

장도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과도한 투자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나온다. 작년 말 기준 KB금융·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개 금융그

룹이 보유한 투자부동산 자산은 총 4조435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8.0% 줄

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부동산은 영업용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

고 있는 토지와 건물, 기타 부동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금융그룹별로 보면 

우선 KB금융의 투자부동산이 2조5335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0.4% 감

소했다. 하나금융의 투자부동산 역시 26.4% 줄어든 8993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신한금융은 6152억원으로, 우리금융은 3875억원으로 각각 25.9%와  

38.3%씩 투자부동산이 늘었다. 다만, 이들의 경우 KB금융이나 하나금융에 

비해 부동산 투자 자산이 많지 않은 편이어서, 높은 증가율과 달리 실제 

늘어난 액수는 1000억원을 다소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시장에서는  

매장 수를 추월한 적이 없었다. 지난해 말 기준 버거킹의 전세계 매장

수는 18,800개로 맥도날드의 전세계 매장수(38,000여개)의 절반에 

가깝다. 일본에서도 맥도날드 매장이 약 3,000여 개인 반면 버거킹 매

장은 약 120개일 정도로, 대부분의 진출국에서 버거킹 매장수가 맥도

날드를 추월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불붙은 백화점 '덩치경쟁'
신현대백화점의 더현대서울이 가지고 있는 서울 최대 백화점 타이틀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도전한다. 신세계 강남점은 1층과 2층에 중층

을 만들고, 면세점 공간의 백화점 전환을 검토하면서 하반기 서울 최

대 면적 백화점 타이틀을 재탈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7월 문

을 연 신세계면세점 강남점은 코로나19 여파에 시내 면세점이 직격탄

을 맞자 3년만에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 면세점 공간은 신세계백화점

이 임차해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서울 최대 규모 백화

점은 신세계 강남점이었다. 2010년 개장 후 2016년 증축과 전관 리

뉴얼을 통해 영업면적을 기존 1만6800여평(약 5만5500㎡)에서 2만

6200평(약 8만6500㎡)으로 확장하며 서울 최대 백화점 자리를 꿰찼

다. 하지만 올 2월 현대백화점이 여의도에 현대더서울을 2만7000평(

약 8만9100㎡) 규모로 오픈하면서 1위 자리를 내준 것이다. 신세계 강

남점은 1층과 2층 사이에 중층을 만들어 올하반기에는 서울 최대 점포 

타이틀을 뺏어올 것으로 보이지만 더현대서울에 비해서는 불과 200평 

넓은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서울 최대 면적 백화점이라는 타이틀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만3570㎡(3906평)에 달하는 신세계면세점 강

남점 공간이 절실하다. 아울러 현재 전국 매출 1위 점포로서 롯데 본

점과의 매출 격차도 더 벌릴 수 있다. 

패션 유통업계도 물류인프라 투자 늘린다
패션 유통업게가 물류 인프라 강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 아마존, 쿠팡 

등 대형 이커머스 기업들이 풀필먼트 기반의 물류 경쟁력에 사활을 걸

어온 반면 패션 유통업체들은 그동안 콘텐츠 확보에 열을 올려왔다. 하

■  매매 /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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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동산은 세일 중
일본에선 미국계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일본 긴테츠 철도그룹이 보유한 

호텔 8곳을 사들인 것이 큰 화제가 됐다. 대부분 교토역과 유니버설 스

튜디오 등에 자리한 입지좋은 부동산이었다. 2년 전만 해도 긴테츠그

룹의 ‘캐시카우(cash cow)' 역할을 한 호텔들이다. 그러나 지난해 신

종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일본 관광산업이 침체하자, 이들은 한 해 354억

엔(약 3624억원)의 적자를 내는 애물단지가 됐고, 긴테츠는 고육지책으

로 호텔들을 매물로 내놨다. 이 부동산을 블랙스톤이 600억엔(6000억

원)이라는 헐값에 싹쓸이한 것이다. 블랙스톤의 일본 부동산 쇼핑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엔 부동산회사 다이와하우스의 물류센터 등 4곳

의 산업용 건물을 550억엔(5658억원)에, 중국 보험사인 안방그룹이 보

유했던 주택 빌딩 220채는 3000억엔(3조1000억원)에 사들였다. 신종 

코로나 팬데믹(대유행)과 도쿄 올림픽 연기 등의 여파로 일본 내 부동

산 값은 지난해 6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그러자 미국과 중국 등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 곳곳에서 호텔, 사무실, 물류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이는 

일이 벌어졌다. 해외 

사모펀드들은 호텔뿐 

아니라 도심의 사무

실 건물에도 높은 관

심을 보이고 있다. 일

본 기업 문화가 타국

보다 훨씬 보수적이

라, 신종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상당수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없애고 직

원들을 다시 사무실로 불러 모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따라서 신종 코로

나 사태가 끝나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즉각 사무실 건물 가격이 다시 오

를 것이라고 기대한다.

美오피스빌딩 가치 1년만에 25%  폭락
미국 맨해튼의 오피스 타워 가치가 코로나19가 불러온 원격근무의 영향

으로 폭락했다. 미국 양대 중심상권이 있는 맨해튼의 오피스 타워 시장

가치가 1년만에 25% 폭락했다. JP모건체이스, 포드자동차, 세일즈포스, 

타깃 등이 최근 고가의 사무공간을 포기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도 이

를 고려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는 최근 주주들에게 원격 근무는 부동

산에 대한 필요를 크게 줄이

고 있으며, 이제는 직원 100

명당 평균 60석만 있으면 된

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

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부

동산을 덜 빌리게 되면 연기

금, 보험회사, 개인 등 사무실 

건물의 소유주들이 타격을 입

을 수 있다. 지난 1년동안 도시 중심가의 오피스빌딩 공실률이 꾸준히 

상승해 16.4%에 육박했다. 이어 백신 접종을 통해 사람들이 사무실로 

복귀할 수 있음에도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또는 완전한 원격업무로 사무

실 공간을 포기할 경우 공실률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오피스 타

워의 공실 증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최고치를 경신했던 임대료를 

끌어내릴 수 있고, 이는 세수의 감소로 연결 될 수 있다. 

금융사의 기조 변화를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시적 측면에서 봐도 지난해와 같은 부동산 시세 폭등은 제한적일 것

이란 전망이다. 

 

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

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대

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

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반드시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

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

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게 제도의 목적이다. 규정 상 신고지역은 수도권(서

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이다. 확정일자 없

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6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월차임(월세)의 경우 30만원을 초

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

야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

격 도입에 앞서 신고제가 시범운영된다.

경기도,  23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재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최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주택이 포함된 토

지를 취득한 경우만 한정되며,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효과가 입증됐

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

려워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시,군은 최

초 지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

촌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

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이다. 재지정

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

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

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된다.

■ 주택 / 정책

■ 해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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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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현동 근생건물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1-6
[대지면적] 781.6㎡
[연면적] 1,729.45㎡
[건물규모] 지상 4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94년/ 1999년
[매매가] 190억원
[특징] 9호선 언주역 도보 2분, 신논현역 도보 17분

합정역 근생건물 
 
[위치]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6-4
[대지면적] 92.2㎡
[연면적] 181.23㎡
[건물규모] 지상 3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95년 04월
[매매가] 29.3억원  
[특징] 합정역 5번출구 인근 코너변 위치

크레신타워II 지하 1층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3
[대지지분] 64.92㎡
[계약면적] 665.76㎡
[건물규모] 지상 14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2004년 02월
[매매가] 27억원
[특징] 강남역 구분상가 지하1층 전용 140평

빅토리아 오피스텔1602호
[위치] 서울 역삼동765-25외
[대지면적] 1,470.70㎡
[연면적] 20,392.26㎡
[건물규모] 지상 17층 / 지하 6층
[준공연도] 1992년 01월 
[매매가] 50억원 
[특징] 선릉역 초 더블역세권, 오피스 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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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 포디움 1층
[위치] 서울 강동구 강일동 677 외 3필지
[대지면적] 1,584㎡
[연면적] 13,508㎡
[건물규모] 지상 10층 / 지하 4층
[준공연도] 2016년 03월
[매매가] 100억원(단순수익률 5.8%)
[특징]  장기 임대계약,  2만세대 항아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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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파크 1차, 2차 
[위치] 경기 오산시 원동 279-3, 7
[대지면적] 435.9㎡
[연면적] 1,001.8㎡
[건물규모] 지상 8층
[준공연도] 2014년 6월
[매매가] 33억원
[특징] 오산역 인근 임차수요 많은 지역,  수익률 양
호(5.3%)

제주DK호텔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54번길 12
[대지면적] 564.2㎡
[연면적] 5,103.32㎡ 
[건물규모] 지상 13층 / 지하 2층 [121실]
[준공연도] 2018년 11월
[매매가] 160억원
[특징] 서귀포시 올레시장 초입의 상업지역 신축형 
레지던스호텔

이천 물류센터
[위치] 경기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588-15
[대지면적] 5,534㎡
[연면적] 1,904㎡ 
[건물규모] 지상 2층 
[준공연도] 2016년 11월
[매매가] 40.5억원
[특징] 글로벌기업 장기 임차중, 왕복 4차선 대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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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 브라운스톤 116호
[위치] 서울 강남구 삼성동  8-2
[대지면적] 3,025.5㎡
[연면적] 29,726.3㎡
[건물규모] 지상 20층/지하 5층 
[준공연도] 2009년 08월
[매매가] 30억원 
[특징] 강남구청 1층 수익용 상가, 복층구조

익선동 꼬마빌딩
[위치] 서울 종로구 익선동 172-1, 172
[대지면적] 149.8㎡
[연면적] 122.71㎡
[건물규모] 지상 2층 
[매매가] 36억원
[특징]  수익률 2.38%, 종로3가 초역세권 익선동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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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선동 토지
[위치] 서울 종로구 익선동 166-14
[대지면적] 244.6㎡
[매매가] 60억원
[특징] 수익률2.7% 익선동 메인 삼거리 전면 토지

강동구 럭키빌딩
[위치]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7-98
[대지면적] 218.5㎡
[연면적] 642.63㎡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1층
[매매가] 45억원
[특징] 강남 15분대, 천호역 역세권 꼬마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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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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위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7-4
[대지면적] 1,879.67㎡
[연면적] 13,372.08㎡
[건물규모] 지상 11층 / 지하 4층
[준공연도] 1997년 02월 (2017년 대수선)
[3.3㎡당 임대가] 보증금 69만원/임대료 6.8만원
[특징] 삼성역 테헤란로 대로변 초역세권 업무시설

금성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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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511타워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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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만원/임대료 7만원
[특징] 강남대로변 가시성, 접근성 매우 양호한 업무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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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타워 2층 전체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7
[대지면적] 483.8㎡
[연면적] 4,997.9㎡
[건물규모] 지상 11층 / 지하 5층
[준공연도] 2017년 05월
[임대가] 보증금 1억원/임대료  8백만원/관리비 250만원
[특징] 선릉역 도보 2분, 천장형 시스템 냉난방 설치
전시관, 병원, 헤어샵, 홍보관 추천

후너스역삼빌딩 2층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4-20 외 3필지
[대지면적] 671.10㎡
[연면적] 2,560.20㎡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2020년 07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96만원/임대료 9.6만원
[특징] 르네상스파크타워 앞, 후너스엔터테인먼트
사옥, 근린생활시설

리치빌딩 4층
[위치] 서울 광진구 구의동 214-6번지
[임대면적] 185.84㎡
[연면적] 105.6537㎡ 
[건물규모] 지상 6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2011년 10월
[특징] 수익률 4.2%, 대기업 자회사 입점

논현동 근생건물 전체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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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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빌딩 15층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12
[대지면적] 1,951.40㎡
[연면적] 13,427.20㎡
[건물규모] 지상 15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1985년 08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60만원/임대료 6.3만원
[특징]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 강남대로변 업무시설

후너스 역삼빌딩 지하 1층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4-20외 3필지
[대지면적] 671.10㎡
[연면적] 2,560.20㎡
[3.3㎡당 임대가] 보증금 96만원/임대료 9.6만원
[특징] 센터필드 앞, 후너스엔터테인먼트 사옥, 근린
생활시설

삼보빌딩 전체임대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4-46
[대지면적] 235.6㎡
[연면적] 231.18㎡
[건물규모] 지상 2층
[준공연도] 1994년 07월
[임대가] 보증금 1억천만원/임대료 7백만원
[특징] 통임대, 현재 음식점 임차중

등촌동 건물 전체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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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탄빌딩
[위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7-7
[대지면적] 3,422.9㎡
[연면적] 20,245.84㎡
[건물규모] 지상 10층 / 지하 4층
[준공연도] 1991년 07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75만원/임대료 7.5만원
[특징] 삼성역  3번출구 도보 2분, 영동대로 대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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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동 분양전시관
[위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0-7
[대지면적] 1,034.5㎡
[연면적] 706㎡
[건물규모] 지상 3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93년 
[임대가] 보증금 7억원 / 임대료 7천만원
[특징]  삼성로 대로변, 가시성 우수, 자주식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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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빌딩
[위치]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3
[대지면적] 372.2㎡
[연면적] 1,511㎡
[건물규모] 지상 6층 / 지하 2층
[준공연도] 1992년
[임대가] 기준층 보증금 5천만원/임대료 4백만원 
[특징] 2020년 내외부 리모델링 완료, 양재전화국 사
거리 인근 대로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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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역 H타워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8-16
[대지면적] 737.3㎡
[연면적] 4,499.5㎡
[건물규모] 지상 17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2012년 07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130만원/임대료 7.7만원
[특징] 더블역세권, 학동대로변, 신축급, 뷰 탁월

돈의동 빌딩
[위치] 서울 종로구 돈의동 21-4
[대지면적] 136.20㎡
[연면적] 340.99㎡
[건물규모] 지상 4층 / 지하 1층
[임대가] 보증금 6억원/임대료 2천만원
[특징] 익선동 한옥거리 내 메인 코너건물

휘선빌딩 (도산대로)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93-2 외 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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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청송파구청
교차로교차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