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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개선’편의점‘전성기’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올해 2분기는 개선된 실적을 받을 것으로 보

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ㆍ백신접종 본격화 등 여러요인

이 합쳐져 소비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다. 보복소비 추세와 함

께 신선식품 등 매출 증가 등이 수익성 개선에 한몫 했다. 우선 백화점

들의 실적개선이 눈에 띈다. 신세계는 2분기 전년 동기보다 33.7% 상

승한 1조3560억원 매출ㆍ734억원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측됐다. 같

은기간 롯데쇼핑은 매

출 4조1382억원ㆍ영업

이익 816억원이 예상

되며, 현대백화점도 매

출ㆍ영업이익이 전년 동

기대비 각각 48.2%ㆍ

570.3% 상승한 7655

억원ㆍ543억원을 낼 것

으로 예상됐다. 백화점

3사는 신규출점을 통

해 실적회복에 박차를

공유오피스 손잡는 꼬마빌딩
최근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꼬마빌딩 등 중소형빌딩 건물주들이 공

유오피스 업체와 손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상

권이 고전을 겪으면서 비어있던 건물 공간을 공유오피스가 꿰차고 있

는 것. 최근 서울에서 새로 문을 연 공유오피스 가운데 상당수가 중소

형빌딩이다. 기존 공유오피스가 대

로변 대형빌딩에 들어서 입주사들

에 재임대했다면 최근에는 공유오

피스 업체가 직접 건물 리모델링

을 하고 이후 임대와 관리까지 도

맡고 있는 추세다. 건물주에게 고

정 임대료를 내지않는 대신 수익

을 일정비율로 나누는 모델을 택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국내 공유오피

스 1위인‘패스트파이브’가 지난해 2월 서울 삼성동 한 꼬마빌딩에 처

음 도입했다. 건물 전체가 공실이던 이 건물은 패스트파이브‘삼성4호

점’으로 리모델링한 지 2개월 만에 공실률 0%가 됐다. 이후 패스트파

이브는 중소형빌딩 임대인과 함께 8개 지점을 추가로 열었다. 공유오

피스 2위업체인 스파크플러스도 역삼3호점에서 처음 중소형 빌딩주와 

협력하고 지점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IT기업‘인 강남’러시
최근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게임업종과 e커머스 업체 등 IT기업들의 강

남권 이전ㆍ확장 수요가 많아지면서 강남권 오피스의 인기가 날로 높아

지고 있다. 이미 강남권역(GBD) 시장은 임대인 우위시장으로 바뀐 가

운데 렌트프리(일정기간 무료 임대료) 혜택은 전멸한 상황이다. 특히 내

년까지 신규 

오피스 공급

이 없는 만큼 

이 같은 상황

은 당분간 지

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ㆍ

4분기 강남권역 프라임급 오피스 공실률은 3.3%로, 이는 전분기의 

8.4%보다도 5.1%포인트 줄어든 수치이다. 올 초 역삼동 테헤란로 일

대에 르네상스호텔을 개발해 새롭게 공급된‘센터필드’의 영향으로 1

ㆍ4분기에는 공실률이 소폭 상승했으나, 빠른 속도로 공실이 채워지

면서 2ㆍ4분기에는 공실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업종을 중

심으로 한 테크 임차인의 확장이 지속되면서 판교권역의 임대차 공간

도 부족해지자 주요 게임업체가 강남권역과 테헤란밸리권역으로 들어

오고 있다. 2022년까지 강남권역에 예정된 프라임급 신규 오피스 공

급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공실률 하락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오피스 / 빌딩

■ 리테일 / 상가

게임업계, 테헤란로에 속속 새 둥지
최근 주요 게임사들이 강남권에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주요 권역에 

신사옥을 건립하는 등 새 둥지를 틀고 있다. 비대면 활동 일상화로 호

황을 누리고 있는 게임업체가 인력 채용 등으로 사세를 확장하면서, 부

족한 업무공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크래프톤은 

최근 역삼‘센터필드’에 사무실 8

개층을 임대해 입주를 완료하고, 

본점 소재지를 판교에서 강남 역

삼동으로 변경했다. 인근 큰길타

워에는 이미 소셜카지노 게임사 

플라이셔와 SNK인터랙티브, 팩

토리얼게임즈 등의 게임사들이 입주해 근무 중이다. 라인게임즈도 이

달 신논현역 인근에 위치한 본사와 흩어져있던 자회사 및 계열사들의 

사무실을 역삼역 근처로 옮겨 입주를 마쳤다. 스마일게이트는 역삼에 

위치한 대형 오피스 건물을 매입했다. 스타트업 성장 플랫폼 오렌지플

래닛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주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게임기반 

메타버스 서비스‘로블록스’가‘로블록스코리아 유한회사’를 역삼동에 

설립했다. 지난해 넥슨 자회사 네오플은 역삼동에 서울 오피스를 개소

하고‘던전앤파이터 모바일’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처럼 게임사들이 

테헤란로 인근으로 사무실 확장 및 이전에 나선 것은 게임사 집결지인 

판교가 포화 상태에 이른데다가, 게임 산업 성장으로 사세 확장에 따

른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상반기 오피스 거래 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국내 오피스 거래 규모가 역대 상반기 최대인 8조510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거래 기준 최대 규모였던 2019년 6조9538억원을 넘

어선 수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투자처가 한정된 상황에 오피스 투자에 자

금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 3대권역 중 도심권역(CBD)이 2조4981

억원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고, 강남권역(GBD)이 1조8220억원으

로 뒤를 이었다. 여의도권역(YBD)은 3360억원으로 부진했다. 서울 기타권

역은 1조6548억원이었으며 분당권역(BBD)은 2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권역, 기타권역과 분당권역은 역대 상반기 최대 거래규모를 기록했

다. 매매가가 가장 큰 건물은 6월에 거래를 마친 판교 H스퀘어로 6947억원

이었다. 3월 을지로 파인에비뉴 B동이 6200억원으로, 1월 분당 두산타워가 

6173억원으로 뒤

를 이었다. 그 다음

으로 지난해 리모

델링을 마친 종로

구 삼일빌딩이 6월

에 4420억원에 거

래되었다. 지난해

부터 올해 상반기를 마감하기까지 오피스 거래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대상이 한정된 영향이 크다. 리테일 부동산(백화점·쇼

핑몰·아울렛·대형마트)과 호텔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물류센터와 함께 오

피스 투자에 자금이 몰렸다.

서울시, 역세권 고밀ㆍ복합개발 활성화
서울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고밀ㆍ복합 개발을 활성화한다. 부

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저개발되거

나 침체된 지역의 활력을 높여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거둔다는 목표다.‘역

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 등

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

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

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공공기여시설 외에도 지역 특성에 따

라 상가 등 다양한 비주거시설을 적정비율로 조성할 수 있다. 자치구가 계

획을 수립하면 시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시 

선정위원회’를 분기별로 열어 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지역활성화 효과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한다. 서울시는‘역세권 활성화

사업’확대 추진으로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에 속도

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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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도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집 근처 편의점에서 과일·야채 등 신선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고스란히 편의점 실적개선으로 이어졌다. 2분기 BGF리테일 

매출은 1조7014억 원·영업이익 585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9.8%·31.2%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GS리테일도 영업

이익이 30.9% 는 775억 원으로 점쳐졌다. 대면 수업 재개·국내 여행 

확대 등이 편의점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커머스‘최초’제조기 인터파크, 팔린다
‘싸니까 믿으니까’를 모토로 내걸고 출범한 인터파크는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 벤처 신화의 상징으로 꼽힌다.‘무료 배송’,‘최저가 보

장’등 e커머스(전자상

거래) 업계에‘최초’수

식어를 독차지하며 국

내 대기업들을 위협했

다. 하지만 이제는‘혁

신의 기억’을 후배 기

업들에게 남기고 퇴장

을 앞두게 됐다. 대기업

과 대형 포털들이 입지

를 점점 위협하는 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적이 나빠지자 결국 매각

을 결정한 것이다.  2011년 이후 매년 흑자를 유지했던 회사 실적은 지

난해 9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초엔 글로벌 PEF운용사 한 곳과 

비공개 단독 협상을 벌였지만 가격 격차로 무산됐다. 이번 매각으로 다

른 중견 플랫폼 사업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연이은 합종

연횡 속에 소외된 티몬, 위메프 등의 출구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 대유행에‘리테일테크’뜬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리테일테크가 관심을 받고 있다. 리테일테크

(Retailtech)는 소매(Retail)와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유통

업에 로보틱스ㆍ인공지능ㆍ클라우드ㆍ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을 접목한 것을 말한다. 최근 급속하게 늘고있는 무인 스마트 매장이

나 로봇ㆍ드론 배달 등이 리테일테크로 꼽힌다. 사람간 접촉위험이 없

고 비용도 줄일 수 있어 포스트코로나를 주도할 유통기술로 점쳐진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율배송 로봇이 아파트 등 

건물 내부를 누비며 음식 등 물품을 배송하는‘딜리타워’서비스를 최

근 시작했다. 다날 푸드테크 비트코퍼레이션은 3세대 무인 로봇카페‘

비트 3X'을 선보였다. 비트박스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플

랫폼을 탑재하여 상주 인력 없이 자율매장 운영이 가능하다. GS25는 

스마트폰으로 주문받은 상품을 인공지능 탑재 로봇이 직접 배달해주

는 비대면 로봇 배달서비스에 나섰다. 아워홈은 스마트 무인 도시락서

비스‘헬로잇박스’점포를 늘리고 있다.‘헬로잇박스’는 냉장ㆍ냉동 도시

락을 포함 신선식품ㆍ음

료ㆍ스낵 등을 판매하는 

무인 플랫폼이다. 도미

노피자는 근접 매장과 

수령 장소를 잇는‘도미

노 스팟’에 드론과 자

율주행 로봇으로 피자

를 배달하고 있다. 

■  매매 /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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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초‘한국형 산업단지’만든다
베트남 현지에 최초의 한국형 경제협력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

된다. 2017년 양국 정부와 기업간 협력이 처음 시작됐고,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

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하여 

추진된 핵심 경제

협력사업이다. 이

번에 추진하는 흥

옌성 클린 산업단

지는 올해 하반기

부터 토지보상, 토

지분양, 산단 조성 

등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흥옌성 

클린 산단은 하노

이 남동측에서 30km 떨어진 흥옌성 리트엉켓에 위치한다. 143만1000

㎡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ILND)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측 컨소시엄과 베트남 부동산개발

기업 에코파크사의 자회사인 TDH 에코랜드사가 공동 투자해 조성ㆍ분

양한다. 산단 준공 예상 시점은 2023년이다. 산단이 조성되면 한국 기

업들은 베트남 내 우수한 위치에 기반시설이 완비된 양질의 산업용지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베트남 진출 거점을 확보할 수 있으

며, 베트남 역시 산단조성을 통해 한국기업 투자유치가 원활해져 일자

리 창출과 경제 발전에도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일본 도쿄 사무실 공실률 7년만에 최고
지난 6월 도쿄 도심의 공실률은 6% 대에 이르러, 약 7년 전인 2014년 

7월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 공급과잉 기준인 5%를 5개월 연속 웃

돌았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원격근무 등 일하는 방식 변화로 인해 

오피스를 이전 및 축소하려는 기업

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심 5개구(지

요다, 주오, 미나토, 신주쿠, 시부야)

의 공실률은 5월보다 0.29%포인트 

높은 6.19%였다. 신주쿠구를 제외

한 4개구에서 상승했으며, 5개구 공

실률은 2020년 2월에 과거 최저인 1.49%를 기록했지만 1년 4개월 만

에 7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미나토구는 5월보다 0.5%포인트 오른 

8.05%로 나타났다. IT기업이 몰려있는 시부야구 공실률도 0.66%포인

트 높은 6.68%를 기록했고 지요다구나 주오구도 상승했다. 신주쿠구는 

최근 해약 움직임이 주춤거리면서 0.15%포인트 낮은 6.32%로 내렸다. 

반면,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하면 도쿄 오피스 시황 악화는 한정적이라

고 평가하고 있다. 도쿄 도심 5개구의 대형 빌딩에 한정된 공실률은 지

난 3월말 시점 1.6%였다. 이후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뉴욕(12.9%)이

나 런던(7.8%)과 비교하면 낮다. 오피스 공실률은 2008년 리먼 쇼크 이

후에 상승해 2012년 6월에 사상 최고인 9.43%에 이르렀다. 이후 실적

이 회복된 기업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확장하는 움직임이 계속됐지만 이

번 코로나 사태로 악화되고 있다.

■ 해외부동산

서울서 국내 최초‘도로 위 아파트’짓는다
서울 북부간선도로를 덮고 그 위에 

조성한 인공대지에 99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부간선도로 입체화사

업인 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

한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났으며, 현

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계획안에 따르

면 서울 중랑구 신내IC부터 중랑IC 

구간 500m 도로를 덮어 2만5000㎡ 규모의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인근 

5만㎡ 규모의 창고부지와 완충녹지까지 합쳐 신내4 공공주택지구로 지

정됐다. 해당 부지에서 청년 등 1인 가구를 겨냥한 전용면적 20㎡ 693

가구와 신혼부부 등 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42㎡ 및 53㎡ 297가구

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1층

~지상 15

층 규모로 

짓고 광

장, 공원 

등 녹지공

간과 주차

장도 마련한다. 북부간선도로 위에 건립되는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 대상의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한다. 도로 위에 조성되는 

인공부지는 국공유지로 인정돼 사유지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

울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로 위, 차고지, 빗물펌프장 등을 개

발하는‘컴팩트시티’사업을 신내4지구, 빗물펌프장(연희, 증산), 공영차

고지(강일, 장지)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도심지 철도 유휴부지, 물류창고로 활용한다
도심지의 철도 유휴부지를 물류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

토교통부는 철도공사의 사업범위에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

함하는 내용의‘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했다. 현행법

상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해 물류창고운영 등 종합

물류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철도물류의 운송량 증대에 기여하고 운영

사의 자생역량 확보를 위해 철도물류 사업범위에 철도유휴부지, 역사 부

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부지, 시설 등 지금

까지 이용되지 못한 자산을 활용해 보관, 분류, 포장 등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이다. 이를 

통해 물동량 

급증에 따른 

물류시설 부

족에 대응할 

수 있게 된

다. 

■ 주택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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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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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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빌딩
[위치] 서울 송파구 방이동 126-1
[대지면적] 832.9㎡
[연면적] 3,642.47㎡
[건물규모] 지상 6층 / 지하 2층
[준공연도] 1991년
[매매가] 170억원
[특징] 방이시장 입구에 입지, 대지면적 큰 수익형 빌딩

성내동 역세권 건물 

[위치] 서울 강동구 성내동 296-9
[대지면적] 342.00㎡
[연면적] 495.96㎡
[건물규모] 지상 3층 
[준공연도] 2015년 07월
[매매가] 55억원  
[특징] 강동구청역 도보 6분

강남 빌딩
[위치]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95길
[대지면적] 340㎡
[연면적] 930㎡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90년 05월 (21년 리모델링) 
[매매가] 120억원 (대지 평당가격 1억원대)
[특징] IT기업 우량 임차사 통임대 완료 / 보증금 2억 
5천 / 월세 2500만원 / 신사역·논현역 더블역세권

안성IC 프뢰벨 물류창고
[위치] 경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761-1
[대지면적] 11,506㎡
[연면적] 11,360.64㎡
[건물규모] 지상3층 / 지하1층
[준공연도] 2006년 09월
[매매가] 175억원
[특징] 경부고속 안성IC 및 스타필드(안성) 바로 옆 

논현동 역세권 건물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1-6
[대지면적] 781.60㎡
[연면적] 1,729.45㎡
[건물규모] 지상 4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94년
[매매가] 190억원
[특징]  언주역 도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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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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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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월
[매매가] 31억원
[특징] 오산역 인근 임차수요 많은 지역,  수익률 양
호(5.8%)

원주 기업도시 중심상업지역 토지 
[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1353-2
[대지면적] 1,069.4㎡
[매매가] 30억원 (3.3㎡당 927만원)
[특징]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내 중심상업용지
(80%/800%),  최첨단 바이오·메디컬산업단지·주거·
상업·공공시설 개발진행, 12,000여 세대 입주, 3만 3
천여명의 고정 수요

다산동 근생건물
[위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6055-2
[대지면적] 1,899.70㎡
[연면적] 10,946.67㎡ 
[건물규모] 지상 7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2020년 07월
[매매가] 370억원
[특징] 다산지구 일반상업지역 위치, 수익률 4.24%, 
         주차타워, 우량임차사 다수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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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구분상가
[대지면적] 3,025.5㎡
[연면적] 29,726.3㎡
[건물규모] 지상 20층/지하 5층 
[준공연도] 2009년 08월
[매매가] 30억원 
[특징] 강남구청 1층 수익용 상가, 복층구조

오크밸리 빌라식 콘도
[위치]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061-17외
[대지면적] 942.68㎡
[연면적] 379.95㎡
[건물규모] 지상 2층 / 지하 1층 
[매매가] 31억원
[특징]  오크밸리 내 희소성 (2개동 8개호실) 있는 호텔

힐스테이트 그랑파사쥬 대형마트매장 B1001호
[위치] 경기 하남시 망월동 1100
[대지면적] 4,001.09㎡
[연면적] 1,856.63㎡
[건물규모] 지상30층 / 지하 6층 
[준공연도] 2020년 07월
[매매가] 155억원 
[특징] 5호선 미사역 직통 연결, 대형마트 10년 장기임대
완료(수익률 5.01%, 대출사용시 수익률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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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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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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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송타워
[위치] 서울 서초구 방배동 2999
[대지면적] 548㎡
[연면적] 4,745.92㎡
[건물규모] 지상 14층 / 지하 4층
[준공연도] 2021년 02월 (신축)
[3.3㎡당 임대가] 보증금173.5만원/ 임대료7.4만원
[특징] 이수역 더블 초역세권, 최고급 자재 현대식 
실내구조, 전망우수신축빌딩

보문로125 빌딩
[위치] 서울 성북구 보문로125
[대지면적] 327.9㎡
[연면적] 746.64㎡ 
[건물규모] 지상 3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85년
[2층 전용 165㎡임대가] 보증금 3천만원/임대료 350만원
[특징] 현 헤어샵 운영중, 무권리, 입주시기 협의, 보문역 인근 
대로변 가시성 최고 (지하 1층도 임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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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호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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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리더스뷰 1층
[위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0
[대지면적] 2,981.09㎡
[연면적] 24,949.42㎡
[건물규모] 지상 20층 / 지하 5층
[준공연도] 2007년 11월
[임대가] 보증금 3억원/임대료 1,700만원
[특징] 경복아파트 사거리 대로변 1층 상가

제일빌딩 1층
[위치] 서울 서초구  양재동 2-44
[대지면적] 390.1㎡
[연면적] 1,405.1㎡ 
[건물규모] 지상 6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2015년 리모델링
[임대가] 보증금 8천만원/임대료 650만원
[특징] 현 베이커리 카페 운영,  무권리, 시설집기비품인
수, 양재전화국 사거리 인근 대로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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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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존문정빌딩
[위치] 서울 송파구 문정동 62-1
[대지면적] 1,358.4㎡
[연면적] 1,548.94㎡
[건물규모] 지상 2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92년 02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107만원/임대료 8.5만원
[특징] 문정동 수입자동차 서비스센터 통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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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타워
[위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890-60
[대지면적] 979.5㎡
[연면적] 7,335.9㎡
[건물규모] 지상 9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2008년 12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100만원/임대료 8.5만원
[특징] 선릉역 테헤란로 9층 대형 오피스 임대물건

등촌동 건물 전체임대
[위치]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9-11
[대지면적] 259.5㎡
[연면적] 751.27㎡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88년 09월
[임대가] 보증금 3억원/ 임대료 1천5백만원
[특징] 9호선 등촌역 도보 2분, 공항대로 대로변

밀스튜디오빌딩
[위치]  서울 중구 신당동 102-4
[대지면적] 201.1㎡
[연면적] 1,983.12㎡
[건물규모] 지상 14층 / 지하 2층 
[준공연도] 2015년 05월 
[1층 임대가] 보증금 1억원/임대료 850만원
[특징] 지하철인접 대로변 신축 건물 1층, 신당동 맛집 뉴타운 
핫플레이스, 디저트카페 환영, 가격절충 가능

방이빌딩 1층, 2층
[위치] 서울 송파구 방이동 40-1
[대지면적] 1,004.70㎡
[연면적] 7,774.09㎡
[건물규모] 지상 10층 / 지하 5층
[준공연도] 1998년 02월
[전체 임대가] 보증금 3억 4천만원/임대료 3천만원
[특징] 몽촌토성역 도보 1분, 전용 114평, 관리비 280만원

중산빌딩
[위치] 서울 마포구 서교동362-4
[대지면적] 617.75㎡
[연면적] 2,998.17㎡
[건물규모] 지상 8층/지하 2층
[준공연도] 1998년 01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80.6만원 / 임대료 4.6만원
[특징] 홍대 상권 도로변 층당 전용(실)면적 95평 
상가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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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임대가] 1층1호-보증금 3억원/임대료 859만원
1층2호-보증금 3억원/임대료 1,066만원
[특징] 강변역 도보5분/도로 2면 접 뛰어난 가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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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동 120빌딩 1층
[위치]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120
[대지면적] 272.1㎡
[연면적] 798.12㎡
[건물규모] 지상 5층 / 지하 1층
[준공연도] 1985년 (2019년 리모델링 
[1층 임대가] 보증금 5천만원/임대료 5백만원
[특징]  현 공실, 약국 환영 (약국은 구분임대가능), 보문역 
인근 대로변 가시성 최고 (카페 환영)

강남구청역 H타워
[위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8-16
[대지면적] 437.3㎡ 
[연면적] 4,499.5㎡
[건물규모] 지상 17층 / 지하 3층
[준공연도] 2012년 7월  
[임대가] 보증금 10,000만원 / 임대료 700만원
[특징] 지하철 7호선·분당선 더블역세권 사무실 내
부인테리어 무상 인수 가능

롯데호텔서울
[위치] 서울 중구 소공동 1번지
[대지면적] 11,943.2㎡
[연면적] 318,857.03㎡
[건물규모] 지상 37층 / 지하 7층
[준공연도] 1981년 02월
[3.3㎡당 임대가] 1층 보증금360만원/임대료30만원
6~7층 보증금168만원/임대료14만원
[특징] 리테일샵, 사무실, 게스트룸 임대중으로 명품브랜드, 
의원, 스튜디오, 고급오피스 입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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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산타워
[위치] 서울 서초구 방배동 3250
[대지면적] 2,334㎡
[연면적] 24,981.14㎡
[건물규모] 지상 20층 / 지하 4층
[준공연도] 1999년 08월
[3.3㎡당 임대가] : [사무실기준] 보증금 280만원/ 임대료 
5.8만원 [근생층] 보증금 280만원/임대료 7.2만원
[특징] 이수역 더블초역세권, 지하통로 연결, 효율적 
업무공간, 주차공간 우수

어반클라인 세곡
[위치] 서울 강남구 세곡동 608
[대지면적] 586.5㎡
[연면적] 1,471.28㎡
[건물규모] 지상 4층 / 지하 1층
[임대가] 보증금 10억원/임대료 3천6백만원
[특징] 세곡동사거리·헌릉로 이면 위치, 헌릉IC/송
파IC/위례IC 인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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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입점

송파구청송파구청
교차로교차로

빅토리아 오피스텔1602호
[위치] 서울 역삼동 765-25외
[대지면적] 1,470.70㎡
[연면적] 20,392.26㎡
[건물규모] 지상 17층 / 지하 6층
[준공연도] 1992년 01월
[3.3㎡당 임대가] 보증금 62만원/임대료 6.2만원
[특징] 선릉역 초 더블역세권, 오피스 구분소유

다른빌딩 신축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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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110만원/임대료 8.7만원 
[특징] 한티역 사거리, 도곡로 대로변 위치, 분당선 한
티역 7번출구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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