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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ast, station-area development projects were proceeded for modernizing the 
station facilities and improving the customer's convenience facilities by attracting private 
financing. But the site of station-are a development has a limitation that limits of 
benefits comparing with initial cost and absence of collateral by constructed the 
national property. For the advancing business value, merchandising facilities were 
adopted. There were  many problems like coming the loss of city development 
opportunities. Now, station-area developments are considered the station and city plan. 
so, they  are rapidly rised up the life in the station, need of making cultural space, 
improvement efficiency, combination and connectivity of transportation system and need 
of journey to Work Distance.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e station-area 
development projects by analysis of market conditions and forecast about housing and 
office that meets the trend of station-area development and secures feasible business 
value.

1. 서 론 

  과거의 철도역세권사업은 국가 산을 감하고 노후․ 소한 역시설 개선을 목 으로 민자

유치를 통해 역무시설 화  고객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철도경 개선을 목 으로 추진 되

었으나, 역세권 개발부지는 철도선로 상부  선로주변 유휴지를 활용한 개발로 기투자비 비 

수익성에 한계, 국유재산에 건설에 따른 담보력 부재로 사업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성 

향상을 하여 상업시설(백화 , 할인 , 패션몰, 화  등) 주로 도입되었다. 한, 역사

주의 개발로 주변지역을 제외되어 도시차원의 발 기회 상실과 주변지역 활성화 한계 등을 래

하 다.

  재 철도역세권사업은 철도역과 도시계획을 고려한 최 개발로 역세권 심의 생활 문화

공간 조성의 필요성, 교통체계의 효율성․통합성  연계성 향상, 직주근 의 필요성이 격

하게 두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철도역세권사업이 도시경쟁력 향상  탄소 녹색성장으로 지속 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부가가치성 서비스 제공을 한 도입시설로 단되는 주거  업무시설에 

한 시장 황  망을 분석하여 철도역세권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책임 자 : 비회원, 코 일 개발사업추진단 서울역세권개발처

  E-mail : sunsunsh@hanmail.net

  TEL : (042)615-4287  FAX : (02)361-8387

  *    서울역세권개발처 차장

  **   서울역세권개발처 차장

  ***  서울역세권개발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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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자역사 황  문제

2.1. 민자역사의 규모

  운  인 민자역사 에서 용산역이 82,327평으로 가장 큰 규모의 민자역사이며, 동인천

이 7,681평으로서 가장 작은 규모의 민자역사이다. 서울역, 등포역, 안양역, 수원역, 구역 

등은 모두 25,000평이 넘는 규모로서 민자역사의 규모가 차 규모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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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민자역사별 규모 황

2.2. 민자역사의 도입시설

민자역사의 개발규모는 민자역사 련법률(출자사업업무처리규정)에서 역무시설과 업

시설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역무시설  합실, 콘코스, 화장실 등 승객이용시설의 

규모는 30년 후의 해당역 이용승객 추정치를 기 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승

객이용역무시설은 기 이 있으나 역무지원시설과 업시설면 에 한 별도의 기 이 없

어, 역무지원시설의 규모가 확 되면 체 규모가 증가되거나 업시설의 면 이 과다하

게 산출될 우려가 있다. 한 재 운  인 민자역사의 시설 유치를 보면 매시설 등

의 상업시설에 치 하고 있고, 기타 업무, 운동, 문화시설 등의 유치는 상 으로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단위 : 평, %)

구  분 합   계 역무시설 판매근린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집회 주차시설 전기/기타

서울역 28,790
(100.00)

4,838
(16.80)

16,245
(56.43) - - - 6,256

(21.73)
1,451
(5.04)

용산역 82,327
(100.00)

7,994
(9.71)

43,146
(52.40) - - 3,548

(4.30)
20,420
(24.80)

7,219
(8.79)

영등포역 40,558
(100.00)

5,138
(12.67)

18,287
(45.08) - - 2,103

(5.19)
14,096
(34.76)

934
(2.30)

부천역 19,457
(100.00)

2,621
(13.47)

11,761
(60.45)

256
(1.32) - 2,296

(11.80)
2,523

(12.96) -

부평역 16,990
(100.00)

2,029
(11.94)

12,446
(73.24)

235
(1.38)

548
(3.22) - 396

(2.36)
1,336
(7.86)

동인천역 7,681
(100.00)

445
(5.80)

6,502
(84.60)

410
(5.30) - - 1,464

(-)
324

(4.30)

안양역 26,326
(100.00)

2,634
(10.00)

14,461
(54.94) - 639

(2.42)
2,186
(8.30)

6,406
(24.34) -

수원역 38,778
(100.00)

4,166
(10.74)

20,424
(52.68)

129
(0.33) - 2,442

(6.30)
9,049

(23.33)
2,568
(6.62)

대구역 31,800
(100.00)

3,580
(11.25)

14,098
(44.33)

2,595
(8.16) - 1,712

(5.41)
7,441

(23.39)
2,374
(7.46)

평 균 32,523
(100%)

3,716
(11%)

17,485
(54%)

403
(1%)

132
(0)

1,587
(5%)

7,400
(23%)

1,800
(6%)

표 1. 민자역사별 용도시설 규모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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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매  업시설

  매시설은 민자역사 내부의 시설 에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이다. 

재의 민자역사 에는 동인천역이 비율로는 가장 높지만 면 상으로는 용산역이 가장 많은 

면 을 확보하고 있다. 부평역과 부천역도 각각 73%와 60%로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

고, 서울역의 매시설도 56%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등포역(45%)과 구역(44%)을 

제외하고는 모든 역이 5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에 벤처와 같은 업무시설 

 백화  등이 유치되어 차 늘어나는 추세를 반 한 것이다.

단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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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민자역사별 매  업시설 비율

 2.2.2. 문화  집회시설

  역이용객이나 지역주민을 한 시설은 문화  집회시설 등을 들 수 있는데, 기존역사의 

경우, 서울역, 부평역, 동인천역 등을 제외하고, 부분 역들은 2,000평 이상의 문화  집회

시설면 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천역은 체 연면 의 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 건설되었거나 계획 인 역사의 경우 문화  집회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추

세이다. 문화  집회시설의 면 은 지역의 유동인구, 역 이용객 등을 고려하여 공간 확보를 

해야 할 사항으로 지 된다. 

단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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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민자역사별 문화  집회시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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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주차시설

  재 민자역사  등포역의 주차시설은 체면 의 34%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역, 용산역, 안양역, 수원역, 구역 등은 20% 이상의 주차장 비율을 확보하고 있

다. 주차시설은 부분 매시설 이용객들을 한 시설로서 교통혼잡을 가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백화 , 형할인마트 등의 매시설이 역사와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상으로 민

자역사가 지역의 교통, 문화, 상업  요충지로서 개발되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시설  업무시설의 비율은 역무기능과 교통 심의 민자역사 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  차량이용을 일 수 있는 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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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민자역사별 주차시설 비율

2.3. 민자역사의 사사

  민자역사 개발은 업이익을 한 규모 상업성 주의 개발에 치 , 주변지역과 교

통의 연계성이 부족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민자역사의 문제 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 과 공공성 확보를 한 개선방안으로  

역사내의 과다한 상업시설 배치 방지, 교통과의 연계를 통한 환승공간과 보행동선 단축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그러므로 철도역세권개발사업는 도시경쟁력 향상  탄소 녹색성장으로 지속 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부가가치성 서비를 제공하기 해서는 도입시설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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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경기상황

  3.1. 국외 경기상황 검토

  2010년 로벌 부동산 거래는 2009년 비 44% 상승한 5,820억 달러이었음, 약 16,900건

의 상업부동산(오피스, 리테일, 공장물류 등)이 거래되었으며, 1,000만달러 이상되는 부동산

의 거래수는 작년 비 40% 증가하 음. 아시아지역은 2,925억달러, 유럽지역은 1,537억달러

로 각각 30% 상승하 으며 반면 미국지역은 133% 상승한 1,358억원이 거래되었음

표 2. 로벌 부동산 거래량

 미국경제는 2009년 3월  고용사정 악화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생산이 

5개월 연속 감소하고 소매 매도 다시 축되고 있음. 실업률은 8.5%로 1983년 10월(8.8%) 

이후 최고 수 을 기록하고 있고, 1/4분기  GDP 성장률은 -6.1%( 기 비)로 3분기 연

속 마이 스를 기록하고 있다.

유로경제는 2월  산업생산  제조업 수주가 6～7개월 연속 축되고 소매 매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일본경제는 3월  수출과 생산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소매 매는 부진을 지

속하고 있다. 국경제는 3월  투자  소비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고 수출도 감소세가 둔

화되고 있음. 세계 융 기의 근원지인 미국의 주택시장은 낙  지표가 보이고 있으나,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음.

Metro Area 2009년1월 월 비 년동기 비

Atlata 109.44 -3.20% -14.30%

Boston 150.73 -1.50% -7.30%

Chicago 130.80 -4.60% -16.40%

Dallas 112.75 -2.40% -4.90%

Denver 122.33 -2.70% -5.10%

Detroit 77.56 -4.20% -22.60%

Las Vegas 125.64 -4.40% -32.50%

Los Angeles 166.54 -2.80% -25.80%

Miami 159.04 -3.60% -29.40%

New York 181.28 -1.20% -9.60%

San Francisco 124.33 -4.40% -32.40%

Washington 171.97 -2.00% -19.30%

표 3. 미국 주요도시 주택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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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지역과 아시아지역에 투자한 리츠와 투자회사들은 두배정도 되는 상업부동산 시장  

유율을 보 고 매도활동은 둔화됨. 북미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에퀴티 펀드 등 융권 투

자자들이 2010년 말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보이는 조짐이 있었음. 그러나, 융권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향상되기 어려운 물건은 바로 매도하는 투자패턴을 보임

  개인 투자자들은 재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매도를 추진하고 있어 매수 시장 유율에

서는 꾸 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통하여 자본확보율을 높

여 2011년에는 매입추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단됨, 로벌 융 기로 인하어 정체

되었던 자본 흐름은 4분기이후 활발히 순환하고 있음

그림 5. 로벌 투자자의 매수  매도 추이

 3.2. 국내 경기상황 검토

  경제성장률, 설비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건설투자는 증가하고 있고, 주요 리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음. 한 환율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출세는 둔화되고 있

다. 지속 인 성장세를 구 하나 성장률이 둔회될것으로 상되며 물가상승 압박에 따른 

리인상이 상된다. 경상수지 흑자 유지 등 수출은 꾸 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나 내수시

장은 리인상으로 성장세가 미미할것으로 단된다.

  경기불황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유발하면서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건설

수주액이 2008년 하반기 이후 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건설투자증감률은 공공부문 증가로 

인하여 2009년 1/4분기 5.3% 증가하 으나, 민간부문의 건설수주액은 기 비 -8.0%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건축허가면 은 2009년 1월 -48.3%, 2월 -34.8%, 3월 -10.8%로 개

선되고 있지만, 여 히 년 동기 비 34.8% 감소한 수치임.

그림 6. 국 미분양 주택건수 그림 7. 건축허가면   수주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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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시장 황  망-

 4.1. 주택시장 황

  2009년 4월부터 지난 6개월간의 하락세를 회복하고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년 동월에 비하여는 여 히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국 으로는 월에 비하여 약보

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울 강남지역과 부산지역 등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주택거래는 침체를 벗어나 회복될 것으로 상하는 것으로 상되며, 수도권의 BSI

지수가 크게 분석되어 수도권 거래 회복에 한 기 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8. 주택가격변동율

  융 기 이후 주택시장의 소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물량 감소, 지방 주택시

장 분양 활기 등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 주택시장 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 주택 매매가격은 상 으로 공 이 부족한 역시와 기타지방을 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6개월 연속 상승 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 공동주택 분양건수가 월 비 

47%감소한 실정이다.

그림 9. 지역별 주택가격 변동율 그림 10. 주택공    미분양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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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아 트 매매가격은 수도권이 보합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와 충복 등 지방지역의 상

으로 강세로 0.2% 상승하 으나, 지방지역을 심으로 상승하 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구 구(1.2%), 청원 마산합포구(0.8%), 연기군(0.8%), 청주 흥덕구(0.8%), 주동구

(0.7%), 논산(0.6%), 원주(0.6%), 주북구(0.6%), 익산(0.6%), 공주(0.6%)순으로 상승한다.

  국아 트 세가격은 비 신혼부부 수요, 가을 이사철 비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상

승폭이 확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안산 단원구(1.3%), 청원군

(1.2%), 남양주(1.1%), 수원 통구(1.1%), 계룡(1.0%), 논산(1.0%), 화성(0.9%), 용인기흥구

(0.9%), 연기군(0.9%), 서울동작구(0.9%)순으로 상승하여 물량부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아 트 가격 변동률 그림 812 매매  세 추이 

4.2. 국내시장 간 계지표

  아 트 시장의 매매와 세, 월세 간 계를 나타내는 지표의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변화추이가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월세 환율은 2002년 9월 10%수 에서 연간 

0.2% 정도의 미미한 수 에서 하락추세를 보여 2005년 상반기까지 약 9.5% 수 이 보이다 

2005년 하반기에서 2006년 사이 단기간 1%P의 비교  큰폭의 하락을 나타냈다. 이후 2006

년 4분기 8.4%까지 하락했던 월세 환율은 2007년 다소 상승하여 2007년4분기 재 8.7% 

수 을 보이고 있다. 월세 환율의 반 인 변화추이는 시장이자율의 변화추이와 한 

계를 지닌 것으로 여겨지나 각 시 별 월세 환율 수 은 동일시  시장이자율 수 과

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다.

 2002년 9월 기  4.7%수 이던 서울 아 트의 평균 임 수익률은 지속 으로 하락하여 

2003년 4분기 3% 로 낮아진 뒤, 2006년 4분기 2.9% 수 으로 하락하여 추세 인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가격지표 추이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 트 매매가격은 지속 인 상승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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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해 온 반면, 동기간 월세가격이 완만한 하락추세를 보인 결과라 할 수 있다.

  매매가격에 한 세가 비율, 즉 세가/매매가 비율은 2002년 9월 59.1%에 이르 으나 

2003년 1분기까지 등락을 보이다 2분기 이후 세가/매매가 비율의 감소가 비교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4년 3분기 50%수 을 하향하여 2006년 3분기까지 47% 수 을 유

지하던 세가/매매가 비율은 2006년 4분기 매매가격의 격한 상승 향으로 세가격의 

완만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7년말 재 40%를 약간 상회하는 수 까지 하락한 상태이다.

 한편, 월세/보증  비율은 추이 변화를 악한 2002년 4분기에서 2007년까지 2.0%에서 

2.4%사이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 으로 월세/보증  비율의 분포를 살펴

보면 보증 비 월세 비율이 1% 미만인 경우에서부터 10%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월

세/보증  비율이 분포하고 있다. 2002년 기  월세/보증  비율이 1% 미만인 경우는 체

의 약 29.0%, 월세/보증  비율인 1%~2%, 2%~3%인 보증부 월세의 비 이 각각 30.5%, 

14.1% 등을 차지하고 있다. 한 보증 / 세가 비율 역시10%미만인 경우세서부터80%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두 지표의 시 별 

추이는 아 트시장의 월세/보증  비율과 보증 / 세가 비율의 다양한 분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다.

그림 13. 아 트 하부시장 간 계지표 변화 추이 그림 14. 서울시 월세/보증  비율 변동 추이

 4.3. 장기 주택시장 변화  망

  2011년 주택시장은 그동안 침체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망되고, 수도권의 미분

양 체 증가, 리인상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세가격 상승 강제 지속과 매매가격이 바

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수 불안 요인으로 매매가격은 상승세 환

이 상된다. 그러나 물가 상승압박에 따른 리인상과 고용 불확실성 증애 등의 요인으로 

매매가격 상승은 소폭에 그칠 것으로 상되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가격은 오히려 

하락것으로 망된다.

향후 주택가격은 세계경제의 장기  상승과 연 하여 장기  측면의 상승을 망할 수 있으

나, 단기 으로는 가격의 추가하락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융 기 이후 주택시장의 소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분량 물량 감소, 지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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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분양 활기 등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 주택시장 망이 엇갈리는 상

황이다. 주택수요을 구성하는 인구, 소득, 자산배분 등 개별용인은 2000년  반 이후 약화 

추세이며, 인구, 소득, 자계 자산배분 등 종합 으로 감안한 유효 주택수요의 변화를 추정하

기 해 주택구매력지수는 2006년 100, 2010년 103을 거쳐 2015년 105에 이른 후 완만한 하

락세로 반 될것으로 망되고 있다.

 그림 15. 주택구매력 작성방법  구매력 지수 변화 추이

주태구매력 하락  공  과잉 가능성에 따라 장기 으로 주택시장 하락세 진입 망, 가

계부채감소, 기 심리 약화 등 단기  시장 충격요인도 잔존상한고 있는 상태로 향후 년간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 보유하다. 다만 입지  주택유형 별로 

실제 시장 황은 차이를 보일수 있으며, 도시내부 소형 주택, 주택 리모델링, 역세권 수익

형 부동산 등에 한 선호도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수익형 부동산에 한 투자수요가 꾸 히 증가하고 있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결합상

품이 새로은 트 드를 형성할것으로 측된다.

한 리 때문에 월세이율이 은행 이자를 웃돌면서 세에서 월세로 환하려는 이

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세권개발사업과 직주근 의 소형 분양  임 아 트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성

과 수익성이 공존할수 있는 체계 인 역세권개발사업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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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시설 시장 황  망

5.1 시장환경 분석

5.1.1. 시장동향 

  서울의 오피스 집지역을 1도심 5부도심의 상권 계에 따라 분류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가능하나, 일반 으로 도심지역, 여의도/마포지역, 강남지역, 기타지역의 4개지역으로 크

게 분류한다. 이  도심, 여의도/마포, 강남지역에 오피스빌딩의 공 이 집 되어 있으며 지역

특성상 심상업지오피스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구  분 황  특성

도심권

(CBD)

∙ 종로/ 구의 통 인 업무 심지로 업무

시설의 입지성 최

∙ 행정,사법, 융, 기업본사나 지사 등 형

빌딩 분포

∙ 화문(행정, 일반업무), 서소문(사업, 일반 

업무), 을지로1, 2가( 융), 남 문로 융)

여의도권

(YBD)

∙ 지표성, 군집성이 양호

∙ 융기   방송 련 업무시설이 집  되어 

있으며, 주거와 혼재된 특성을 보임

강남권

(KBD)

∙ 근성, 군집성, 심성 양호한 신흥 업무타운

∙ 도심지역 비 IBS빌딩 등 양질의 고층건

물 군집으로 성장잠재력 증

5.1.2. 공 분석 

  과거 10년간(‘01~’10) 연평균 신규오피스 공 량은 약 21만평 수 이며, 향후 2~3년 동안 

서울지역에 형 오피스 빌딩이 량으로 공  정이나, 경기상황 등으로 오피스 공 시기

가 차 늦춰지는 추세이다. 오피스 정상 개발시 향후 5년간 연평균 공 량 약 35만평 정

이며,  - 2015년 이후 용산, 뚝섬지역 등을 상으로 신규 규모 오피스 공  상 되어 신

규 오피스 집지역 탄생 가능하다. 그러나, 융 기 여 로 다수의 PF 오피스 개발 계획

이 불투명(지연, 무산 등)한 상태이다.

 그림 16. 서울시내 오피스시설 공 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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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규모 오피스 공 계획은 2013년 이후 공 이 정된 규모 오피스의 경우 부

분 정상공 이 불투명하거나 재 계획수립 단계에 있다. 과공 된 오피스 물량이 해소되

는 2014년 이후 오피스 시장은 경제성장률, 부동산 융시장의 정상화 등 외부요인에 큰 

향을 받을 망이다.

공 권 역 개  발  명 면 (㎡) 비  고

2011 KBD GT Tower 54,449 

2011 CBD 림구역 제1지구 80,401 

2011 CBD 회 2-1지구 (스테이트타워남산) 66,799 

2011 YBD 성 디큐 시티 30,656 

2011 KBD 신동아타워(가칭) 99,547 

2012 CBD PINE AVENUE 101( 동제1지구) 129,791 

2012 CBD 상암동 MBC 151,630 

2012 CBD 시그니처 타워(장교6지구) 99,995 

2012 YBD Three IFC(서울IFC Tower) 327,933 

2012 KBD 향군 잠실타워 99,498 

2012 CBD 동자동4구역 89,257 

2012 CBD 청진8지구 51,722 

2013 CBD 학구역 82,242 

2013 YBD 경련회  (FKI 타워) 168,682 

2013 YBD 크원(Parc1) 389,880 착공 후 사업지연

2013 CBD 공평구역 1,2,4 지구 124,914 정상 공  불투명

2014 CBD 청진 2~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106,480 정상 공  불투명

2014 CBD 세운4지구 141,566 정상 공  불투명

2014 KBD 서 동 가락타워(W) 54,449 

2014 KBD 양재동 이시티 75,700 정상 공  불투명

2014 CBD 청진 12~16지구 175,536 

2015 KBD 잠실롯데월드II(슈퍼타워) 607,849 착공

2015 기타 상암 DMC  서울랜드마크빌딩 191,865 정상 공  불투명

2015 KBD 롯데칠성부지 162,829 계획 추진

2015 기타 차그룹 사옥 409,919 계획 추진

2017 YBD 용산국제업무지구 1,874,961 계획 추진

2017이후 KBD 한국 력부지 346,400 계획 단계

합 계 6,194,950

표 4. 서울시내 오피스 공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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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투자수익율 분석

  오피스빌딩의 연간 투자수익률은 ’09년 최 치( 융 기 여 )를 기록한 이후 ’10년에 회

복세를 보 으며, 년 비 상승폭이 컸다. 오피스빌딩의 ’10년 투자수익률은 6.86%로 년 

비 2.09%p 상승하 는데, 이는 융 기 이후 경기부양을 한 리 정책, 간 투자상

품(부동산펀드, REITs 등)의 활성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단  : %)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2.15 11.81 9.42 8.53 9.23 9.28 13.74 4.77 6.86

※ ’09년과 ’10년의 연간 투자수익률은 각 분기별 투자수익률을 시간가 방식
1)
으로 환산한 수치임

표 5. 년도별 투자수익률 

   ’10년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은 주식(KOSPI지수)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채권  단기 융상품에 비해서는 여 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단  : %/년)

구 분

상업용 부동산
콜

리

주식 채권 단기 융상품

오피스

빌딩

매장용

빌딩

KOSPI

지수

코스닥

지수

국고채

(3년)

회사채

(3년)

CD

(91일)

CP

(91일)

CMA

(수시형)

MMF

(7일)

투자

수익률
6.86 6.85 2.42 20.92 -3.29 3.72 4.66 2.67 2.86 2.57 2.59

※ 투자수익률은 1년 동안(’10년 1/4분기∼’10년 4/4분기)의 보유기간 연간 투자수익률

임.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은 2010년의 분기별 투자수익률을 기간가 한 수치임

※ CD:양도성 증서, CP:기업어음, CMA:종합자산 리계좌, MMF 머니마켓펀드 

※ 채권․CD․CP는 유통수익률 기 , MMF는 설정액 100억원이상인 펀드기

표 6. 상업용 부둥산과 융자산 투자수익률 비교

  오피스빌딩의 ’10년 지역별 연간 투자수익률은 서울, 부산, 인천이 5% 이상의 수치를 보

인 반면, 주는 1% 미만의 수치를 보인다, 반 으로 모든 지역의 ’10년 투자수익률이 

년 비 상승한 가운데 지역과 서울지역의 년 비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음(서울

지역 : 년 비 2.54%p 상승, 지역 : 년 비 3.37%p 상승)

1) ’10년 투자수익률은 2010년 1/4분기∼4/4분기까지의 분기별 수익률을 시간가 방식으로 환한 연간 투자수익률임

 ▪ 시간가  연간투자수익률 = 








×




×




×









×



 : 2010년 1/4기 투자수익률,         


 : 2010년 2/4분기 투자수익률,



 : 2010년 3/4분기 투자수익률,       


 : 2010년 4/4분기 투자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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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

구 분 체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울산

2002년 12.15 14.29 7.15 8.09 9.90 3.03 5.90 6.92

2003년 11.81 14.15 6.38 6.99 9.52 2.55 5.40 4.59

2004년 9.42 10.84 6.49 6.70 8.03 2.95 6.01 4.07

2005년 8.53 10.10 4.91 5.55 7.35 0.46 5.93 2.53

2006년 9.23 10.92 4.63 7.42 4.89 0.48 7.19 4.26

2007년 9.28 11.43 4.46 5.77 5.71 0.00 3.81 5.62

2008년 13.74 16.97 5.85 7.62 7.91 3.25 5.80 5.55

2009년 4.77 5.75 4.06 3.71 3.98 0.32 -0.42  2.13 

2010년 6.86 8.29 5.78 3.81 5.19 0.67 2.95 2.38 

표 7. 오피스빌딩 7 도시 연도별 투자수익율 추세

그림 17. 오피스빌딩 7 도시 연도별 투자수익율 추세

  2010년 4/4분기 오피스 빌딩 투자수익률은 3개월동안 평균 1.31%로 분기 비 0.18%p 

상승하 으며, 분기 비 투자수익률 상승은 공실 감소와 임 료 증가에 따른 임 수익 

증가(소득수익률 상승)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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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 %p)

구 분 체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울산 성남 수원

소득수익률 1.33 1.51   1.31   1.04   1.18   0.68   0.58   1.17   1.61   1.20   

증감폭 0.29 0.30  0.37 0.22 0.26 0.22 0.34 0.21 0.30 0.20 

자본수익률 -0.02 0.10   -0.13  0.04   -0.23 -0.94 -0.20 -0.59 0.13   0.57   

증감폭 △0.11 △0.04 △0.37 0.26 △0.16 △0.77 △0.36 △0.12 0.28 0.33 

투자수익률 1.31 1.61   1.18   1.08   0.95   -0.26 0.38   0.58   1.74   1.77   

증감폭 0.18 0.26 0.00   0.48 0.10 △0.55 △0.02 0.09 0.58 0.53 

※ 증감폭은 변동률(%)이 아닌 수익률의 분기 비 차이임(△ : 감소)

표 8. 2010년 4분기 오피스 빌딩 지역별 투자수익율

5.1.3. 공실률 분석

  로벌 융 기 이후 오피스 공실률은 강남  도심지역을 심으로 증가추세이며, 이는 

최근 도심  강남지역에 신규 오피스 공 이 집 이 되면서 공실률 증가추세에 기인한다. 도

심지역 Prime 은 과거 도심평균보다 하회하 으나 로벌 융 기 이후 상승하여 2010년 

4분기 역  최악인 9.2%를 기록하 다. 향후 2013년까지 CBD지역에 435천평의 규모 오피스 

공  참조시 이러한 공실률은 지속 으로 상승될 것으로 망됨

그림 18. 서울시내 지역별 오피스 공실률 추이 그림 19. 도심 평균  Prime  오피스 공실률 추이

  오피스빌딩의 ’10년 4/4분기(’10년 12월 31일 기 ) 공실률은 평균 8.6%로 분기(’10년 9

월 30일 기 )에 비해 0.9%p 감소하 으며, 매장용빌딩은 9.6%로 분기 비 0.7%p 감소

하 다.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은 분기까지의 증가세가 이번 분기에 감소세로 반 되었다.

(단 : %)

구 분 ’02 
7.1

’03 
7.1

’04 
7.1

’05 
7.1

’06 
7.1

’07 
7.1

’08 
7.1

’09 ‘10

3.31 6.30 9.30 12.3
1

3.31 6.30 9.30 12.31

오피스 4.8 5.9 8.0 8.4 7.2  6.4 5.3 6.6 8.0 9.0 9.4 9.4 9.4 9.5 8.6

표 9. 공실률 추세

1780



   오피스 지역별 공실률은 성남의 공실률이 5.1%로 가장 낮은 수 을 보인 반면, 울산의 

공실률이 21.0%로 가장 높은 수 을 보 다. 반 으로 공실률은 분기 비 감소한 반

면, 인천과 수원은 각각 13.0%와 8.6%로 분기 비 0.2%p, 0.7%p 증가, 서울의 공실률은 

6.4%로 도심권역과 기타권역의 공실 감소 향에 따라 분기 비 1.1%p 하락, 부산의 공

실률은 소형빌딩을 심으로 공실이 감소하여 분기 비 0.3%p 하락,  은 비교  안

정 인 임 차 계를 유지한 가운데 역세권 개발  임 시장 활성화 등으로 분기 비 

공실률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하 다.

(단 : %, %p)

구 분 체 서울 부산 구 인천 주 울산 성남 수원

’10.12.31 8.6 6.4 9.8 9.8 13.0 17.3 15.8 21.0 5.1 8.6

’10.9.30 9.5 7.5 10.1 10.3 12.8 17.4 19.5 21.2 5.4 7.9

증감폭 △0.9 △1.1 △0.3 △0.5 0.2 △0.1 △3.7 △0.2 △0.3 0.7

표 10. 2010년 기  오피스 빌딩 지역별 공실률

5.1.4. 오피스 보증   월세 추이 분석

  서울시내 보증  추이는 반 으로 증가세 둔화 상을 보인다. 3개 표 업무 심지  강

남지역이 제일 높은 증가율을 보 으나 2010년 4분기에 최  하락세 기록하 다. 도심지역의 

보증 은 재 평균 667천원/평이며 Prime 은 893.3천원/평 기록하 으며,  도심 Prime  

보증  추이는 거의 정체 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단기 으로 정체 상 유지 망이다.

그림 20. 서울시내 지역별 오피스 보증  추이 그림 21. 도심 평균  Prime  오피스 보증  추이

서울시내 월세 추이는 반 으로 증가세 둔화 상을 보인다. 3개 표 업무 심지  도심지

역의 월세수 이 제일 높은 수 을 유지하고, 도심지역의 월세수 은 재 평균 63.9천원/평

이며 Prime 은 91.5천원/평 기록하 으며,  도심 Prime  월세 추이는 정체 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단기 으로 정체 상 유지 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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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서울시내 지역별 오피스 월세 추이 그림 23. 도심 평균  Prime  오피스 월세 추이

5.1.5. 오피스 보증  리비 추이 분석

서울시내  리비 추이는 반 으로 증가세 둔화 상을 보인다. 3개 표 업무 심지  도

심지역의 리비 수 이 제일 높은 수 을 유지하고, 도심지역의 리비 수 은 재 평균 

28.3천원/평이며 Prime 은 35.8천원/평 기록하 다. 도심 Prime  월세 추이는 거의 정체

상을 보이고 있어 향후 단기 으로 정체 상 유지 망이다.

그림 24. 서울시내 지역별 오피스 리비 추이 그림 25. 도심 평균  Prime  오피스 리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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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에 2012년까지 2년간 오피스가 거 공 될 정으로 공 과잉 상에 한 우려

가 심화될 망으로, 서울지역에 올해 공 될 오피스빌딩은 총 27개동 100만㎡를 넘어설 것

으로 상되고 이  형오피스빌딩이 총 16개 달해 공 과잉 우려 증가되고 있다.

  서울지역 오피스 시장이 오는 2012년 상반기까지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망이며, 

지난 10년간 서울오피스 공 은 꾸 히 증가했지만 수요 증가는 지지부진했고, 올해에도 오

피스 공 과잉이 이어져 수요 충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측되고 있다.

  서울 오피스 임 료 세계 35  수 이며, 세계에서 가장 임 료가 높은 오피스 시장은 홍

콩이고, 서울도심 오피스 임 료는 35  수 , 즉 임 료가 가장 비싼 홍콩은 ㎡당 약 3백만

원, 서울은 ㎡당 약 2백만원 수 임. 지난 2009년 사상 최 의 하락세를 기록했던 홍콩이 

51% 상승하면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기록한 반면, 서울 도심은 상 으로 큰 변동이 없었

다. 

올해 형 오피스 신규공 이 하반기 집 될 정이고, 임 가 조정, 무상임 기간 제공 

동 임차인 유치를 한 공격  마켓 이 개하고 있어 공실율은 수 을 유지할것으로 

측된다.

그림 26. 권역별 임 료  공실률(2010년 4분기)
그림 27. 오피스 경기실사지수 BSI

          (Business Survey Index)

5.2. 업무시설 망

  올해 형 오피스 신규공 이 하반기 집 될 정이고 임 가 조정, 무상임 기간 제공 

등 임차인 유치를 한 공격  마 이 개되고 있어 공실률은 수 을 유지할 것으로 

측된다. 

  최근 경기침체 여 로 다수의 국내외 기업  투자기 들이 유동성 확보를 해 오피스 

빌딩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물이 실 되고 있으나, 거래는 빈번하지 않다. 신용경색으로 투자

자가 융기  출이 어려워 지면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고, 수익률이 하락한 향으로 매

매가는 하락 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빌딩의 매매가격 하락이 본격 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최근 경기기 심리로 인하여 하락세가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2009년부터 신규 공 되는 Prime  빌딩의 입주가 시작되는 2012년 이후에는 임차인의 이

주로 인하여 B․C  빌딩의 가격하락이 우려되며, 최근 오피스빌딩은 형화․첨단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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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임차인들의 상향여과 상이 뚜렷해질 망이다, 다만, 2012년 이후 형 오피스텔의 공

증가로 인하여 신규수요가 창출되지 않는다면 Prime  오피스빌딩의 임 료 상승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망된다.

  경기여부와 상 없이 형 오피스 시장은 2012년 이후 공 이 본격화되는 시기 이후에는 

이  공 여력 증가  임차인 유치로 인하여 임 료  매매가는 하향 안정할 망된다.

오피스빌딩의 조정은 도심  강남지역 보다는 기타 강북지역이 상 으로 향을 많이 받

을 것으로 망이다. 따라서 기타 강북지역의 신규 Prime  오피스빌딩의 경우 다국  기업 

 국제 융회사 등의 신규수요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 료  매매가의 하향안정추

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오피스빌딩은 임 면 의 공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실 감소 추세의 지속여부가 투자

수익률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매장용빌딩은 경기회복 속도와 리 정책의 지속 

여부가 투자수익률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단기 으로 서울 오피스시장은 량 공 계획에 따른 수 , 공공기  지방이 , 기업구조

조정을 한 보유 부동산 매각 등의 요인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으며, 향후 2~3년 동안

은 기존의 공  오피스에 비해 오피스 수요 부족으로 수  불균형 상 발생 상되며,  투

자 수익률의 큰 상승 어려울것으로 단된다. 

 장기 으로 부동산 융시장 축에 따른 신규 오피스 공  차질과 아시아 주요도시에 

비해 평가된 자산가격  안정 인 공실률 등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오피스 수요는 지속

으로 확 될 망이다. 서울 오피스 공실률이 높지 않고 업무수요 역시 증가하는 반면, 

융 기 이후 매매가격이 낮아져 외국계 펀드  국내 간 투자기 의 선호는 지속될 망이

며, 2014년 이후 오피스 공 계획은 부분 정상공 이 불투명한 상태로 안정  공 이 

상되는 우량 자산에 한 투자수요는 지속  확 가 상된다. 

그러므로, 철도역세권개발사업 시행시 오피스 도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 주에 

교통동선을 확립함으로써, 직주근   업무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해 소형 오피스 

도입이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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