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H 그룹 소개 
HIH GROUP AT A GLANCE
HIH 그룹은 부동산 및 부동산 투자를 
관리하는 독일의 선도적인 부동산 관리 
기업입니다. HIH 그룹의 서비스 범위는 
상업용 부동산의 전체 수명 관리는 
물론이고, 구조화된 투자 솔루션 및 
제삼자를 위한 부동산 기금 관리를 
포함합니다.

“HIH 기관 자문 서비스는 독일 및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관한 모든 측면을 
포괄합니다. HIH 그룹의 광범위한 역량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고객 자문 및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운영 지원을 제공합니다. 
HIH 그룹의 성공은 기관 투자자들의 
니즈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경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지식 및 임대/투자 시장에 대한 뛰어난 
지식에 기초합니다.”

출처 : BVI 2018 년 11 월 // HIH 그룹

2018 년 11 월 순 자산 가치 (단위 : 백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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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및 한 곳에서 
제공되는 포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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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nvest Real Estate Funds // Art-Invest 부동산 기금

BNP Paribas Real Estate Group 비엔피 바리바스 부동산 그룹

DekaBank Group // 데카은행그룹

Aachener Grundvermögen // 아헤너 그룬드페어뫼겐

DWS Gruppe // DWS 그룹

HANSAINVEST Hanseatische Inv-GmbH // 한자 인베스트

Union Investment 유니온 인베스트

Universal-Investment Group // 유니버셜 투자 그룹

PATRIZIA Group // 파트리찌아 그룹

HIH Group (Warburg-HIH Invest and INTREAL) 하이하 그룹



서비스 SERVICES

HIH 부동산의 서비스 
범위는 상업용 부동산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괄합니다.  

▪ 자산 관리
▪ 임대 관리
▪ 프로젝트 개발
▪ 기관 자문

HIH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맞춤형 조합 또는 포괄적인 
관리 체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INTREAL 의 핵심 업무는 
부동산 기금의 조성 및 
관리뿐만 아니라 AIFM과 
관련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INTREAL 은 AIFM 
지침에 따라 승인된 모든 
부동산 투자 구조를 
제공합니다. 

▪ 제삼자 AIFM 
▪ 위험 관리
▪ 보고

INTREAL Solutions 는 HIH 
그룹의 자회사로, 규제가 
적용되는 부동산 투자 
기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총체적인 IT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NTREAL Solutions 의 
서비스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은 검증을 거쳐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모듈 및 서버 
인프라 솔루션 뿐만 아니라 
조언과 지원을 제공받게 
됩니다.

Warburg-HIH 인베스트는 
기관 투자자가 주요 부동산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화된 
투자 솔루션을 설계하고 
실현합니다. 투자 솔루션은 
각 투자자의 니즈에 맞게 
조정되며, 유연한 조합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통해 보완됩니다. 

▪ 거래 관리 Transaction    
  Management
▪ 구조화 Structuring
▪ 재무
▪ 연구
▪ 기금 관리
▪ 투자자 대상 홍보 관리
▪ 제품 개발

투자 솔루션 

이 서비스는 상업, 기술 및 
인프라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복잡한 기술 건축 
공사의 관리도 포괄합니다.

서비스 KVG부동산 서비스

자산 관리 

실적 TRACK RECORD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높은 거래량 덕분에 독일 및 유럽의 주요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지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파두아(이탈리아), 하이 스트리트 

바르사뱌(폴란드), 프라임 기업 센터

베를린, 크바티어 암 아우스베어

암스테르담(네덜란드), 베토벤
스트라트 

뮌헨 (독일), 브리엔너 스트라세 

뒤셀도르프 (독일), 게옥-글로흐-스트라세 

비엔나(오스트리아), 모델 원

프랑크푸르트 (독일), 
합스부르거 카레 

쾰른 (독일), 메세씨티 쾰른 

런던(영국), 프라이어리 법원

코어 코어플러스 밸류애디드 오퍼튜니스틱
사무실
리테일
물류
호텔

독
일

 및
 유

럽

HIH 그룹은 모든 부문, 위험 범주 및 지역에 대해 요구사항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부동산 
투자 솔루션을 설계합니다.

핵심 역량 CORE COMPETENCE

함부르크, 카파마헤라이에 

파리(프랑스) 세비야(스페인), 네르비온 플라자

슈투트가르트 (독일), 시티 플라자

함부르크 (독일), Gruner + Jahr

브뤼셀(벨기에)

프랑크푸르트 (독일),
DB 벽돌 및 DB 타워



함부르크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쾰른
뒤셀도르프

뮌헨

슈투트가르트

자료 및 수치 FACT & FIGURES

HIH 그룹은 7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54억 유로에 달하는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HIH 그룹의 본사는 함부르크에 있습니다.

직원 700명 이상   유럽 전역의 
관리 자산 254억 유로 

런던
암스테르담

비엔나

연락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warburg-hih.com/en

Warburg-HIH Invest Real Estate GmbH // Gertrudenstraße 9 // 20095 Hamburg (Germany)
전화 +49 40 3282 3600 // 팩스 +49 40 3282 3620 // 이메일 info@warburg-hih.com

Kai-Wilhelm Prange
이사 자본 관리 

전화 +49 40 3282 3691
이메일 kprange@warburg-hih.com

Felix Gold
대표이사

전화 +49 40 3282 3637
이메일 fgold@warburg-hi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