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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TAKEAWAYS

• 19년 3분기 서울 및 분당권역에서 약 2.1조원(총37건)* 규모의 오피스 빌딩 거래가 발생하였으며,

거래규모가 큰 프라임급 자산 매물이 지난 상반기까지 상당부분 소진되며 지난 분기 대비

거래규모는 감소함.

• 3분기 까지 누적거래규모(YTD)는 8.0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10.2조원)의

80% 수준으로 여전히 활발한 오피스 매매시장을 이어감

• 주요이슈로는 주요권역과 달리 2016년 이래 Others에서 거래규모(YTD)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단위면적(평)당 A grade 오피스 평균거래금액이 2,400만원을돌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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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OVERVIEW

3분기 누적거래 금액 8.0조원으로 지난해 이은

역대 두번째 규모

2019년 3분기 서울 및 분당권역에서 약2.1조원(총37건)의

오피스빌딩 거래가 이루어졌다. 3분기의 경우 거래규모가 큰

프라임급 자산 매물이 지난 상반기까지 상당부분 소진되며

지난 분기 대비 거래규모는 감소하였다. 올해 여타분기와

마찬가지로 A grade 빌딩의 거래가 뒷받침된 CBD가 총

거래규모의 약 50%를 차지하며 거래 시장을 주도하였다.

CBD내 주요 A Grade 오피스빌딩 거래로는 '부영을지

빌딩’, '씨티스퀘어(구. 서소문5지구)’ 등이 있다.

3분기까지 누적 거래규모는 8.0조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거래규모를 기록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거래규모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올들어 서울 및 분당권역

오피스 빌딩의 전체 거래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대체투자 선호도가 여전히 높은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오피스 거래시장의

활황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3분기 YBD에서 사옥용도 거래를 포함하여 총3건의 거래가

발생하며 올들어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기록하였다. Others는

3분기까지 누적거래 금액 기준으로 2016년 이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요 3대 권역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거래금액이 하락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오피스 빌딩 매매시장 활황세 속에서 주요권역 이외의 자산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에게 주요 투자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거래금액 100억원 이상 오피스빌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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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INVESTMENT VOLUME TRK

BY SUBMARKET (Y-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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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Trillion

Won
%

CBD 6 1.05 49.8

GBD 15 0.44 20.9

YBD 3 0.16 7.6

Others 13 0.46 21.8

CBD

전체 거래비중의 절반을 차지하며 시장

주도

3분기 CBD에서는 총6건, 1.05조원의 거래가 발생하

였고, 전체 거래규모(금액기준)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거래시장을 주도하였다. 분기별 거래금액

추이는 증가세를 보이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거래사례로는 지난해

시장에 등장했던＇부영을지빌딩’이 번번히 우선협상이

결렬되며 지난해 말 매각철회라는 진통을 겪은 끝에

매 각 이 완 료 되 었 다 . 올 해 2 분 기 신 축 된

‘시티스퀘어(구.서소문5지구)’는 한강에셋자산운용에

매각이완료되었다.

GBD
신규 중소형 오피스를 중심으로 거래 활발

3분기 GBD에서는 A grade 오피스빌딩 거래가 없었던

가운데 중소형 빌딩을 위주로 총15건 약0.44조원 규모의

거래가 발생하였다. 특히, 준공 10년 내외의 중소형 빌딩

거래가 전체의 30%(5건)에 달해 준공년도가 오래되지

않은 중소형 빌딩의 인기를 잘 보여주었다. 다만, 지난해

같 은 기 간 대 비 거 래

금액을 기준으로 78.5%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강남N타워’와 ‘삼성물산서초사옥’ 등 프라임 또는

A grade 오피스 빌딩 거래가 집중되며 역대최고의

활황세를 보인 반면 이번 분기는 ‘센터포인트 서초’ 외

대형오피스거래가없었기때문이다.

YBD
총3건 거래되며 올들어 가장 많은 거래
기록

YBD에서는 총3건(약0.16조원)이 거래되며 올들어

권역내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거래가 발생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YBD 내 오피스 빌딩 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며 사옥수요를 위한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 . 한국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은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별관 빌딩’을 사옥 용도로

매입했다. 매입금액은 평당 1,651만원으로 지난해 KCB가

‘메리츠종금 여의도2사옥’을 매입한 단위면적(평)당

금액과비슷하다.

Others
주요권역과 달리 누적거래금액 증가세 유지

Others 권 역 에 서 는 총 13 건 약 0.46 조 원 규 모 의

오피스빌딩 거래가 발생하였다. Others권역의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분기 주요 오피스

거래로는 마포에 위치한 ‘태영빌딩＇이 평당

1,500만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손바뀜을 완료하였으며,

상암동에 위치한 DMCC빌딩은 평당 1,130만원 수준에서

거래가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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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Q STAT ON THE GO

LOCAL 
CURRENCY

(KRW)

US$

EQUIVALENT

Q-O-Q 
CHANGE 

LOCAL 

CURRENCY

Investment 

volume
2.11 trillion 1.80 billion ▼47.5%

Price/sq.m. 7,129,335 6,062

YIELD 3Q 2019 Q-O-Q 
CHANGE

Y-O-Y 
CHANGE

Office 4.5~5.0% N/A N/A

Exchange Rate as at July 2019: 1USD = KRW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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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VALUE TRK - Grade A

Source: Cushman & Wakefield Research

PROPERTY SUBMARKET PURCHASER SQM
PRICE 

(KRW BILLION)

부영을지빌딩 CBD 더존비즈온 54,654 450.2

시티스퀘어(구.서소문5지구빌딩) CBD 한강에셋자산운용 38,255 293.0

남산센트럴타워 CBD 우리금융그룹 33,023 209.2

센터포인트서초(구.국제전자상가) GBD(Fringe) K-REITS & Partners 33,275 120.0

브랜드칸타워 2 GBD Hokusho Korea 5,874 45.0

KB국민은행여의도본점
별관(구.현대증권빌딩) 

YBD 코스콤 20,425 102.0

전국시도지사협의회빌딩 YBD KC Soft 8,600 34.0

태영빌딩 Others 국제자산운용 33,079 149.1

DMCC 빌딩 Others 중앙프라퍼티 49,544 169.0

Ref.) Others 권역 제외

(Unit: Thousand KRW/S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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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권역 누적거래금액 증가세 지속

3분기까지 누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주요 서울

3대 권역은 모두 역대 최고 거래규모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한 반면 Others권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 거래규모가

급 격 하 게 증 가 하 기 시 작 한 2016 년 부 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매도인

측면에서는 오피스 매매시장 활황세에 힘입어

높아진 빌딩가격에 따라 매각차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주요자산들을 시장에 내놓고 있고

매수인 측면에서는 주요권역의 상당수 프라임급

코어자산 매물이 소진되었지만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요권역 이외의 코어 오피스 자산에도

투자를 위한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 SDS 타워서관 (잠실 )’, ‘SMT빌딩 (목동 )’,

‘태영빌딩(마포)’, ‘DMCC빌딩(상암)’ 등이 3분기

까지 거래된 주요 매매 사례이다. 현재 ‘영시티’,

‘타임스퀘어 오피스’(이상 영등포) ‘서울숲아크로

포레스트오피스(성수)’ 등 주요권역 이외에서

다수의 오피스 매각이 진행되고 있어 Others권역

오피스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면적(3.3m2)당 A grade 오피스

평균거래금액 2,400만원 돌파

3분기까지 누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주요 서울

3 대 권 역 의 A grade 오 피 스 빌 딩 의

단위면적(3.3m2)당 평균 거래금액이 역대 최초로

2,4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코어자산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며

매각가를 높였기 때문이다 . 3분기 거래된

‘ 부 영 을 지 빌 딩 ’ 과 ‘ 시 티 스퀘 어 ’ 는 각 각

2,723만/3.3m2, 2,532만/3.3m2에 거래되며 평균

거래금액을상회했다.

OFFICE INVESTMENT VOLUME BY SUBMARKET

(YTD)

Source: Cushman & Wakefield Research

(Unit: KRW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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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프라임급 오피스 매물 소진으로

전체거래규모 작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밑돌 듯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 및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의 대안으로 대체투자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의

영 향 으 로 자 금 조 달 환 경 역 시 좋 아 져

연말까지는 다소 활발한 시장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서남권을 중심으로

4분기 Others권역의 몇몇 자산이 클로징을

앞두고 있어 Others권역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거래가 예상된다 . 다만 현재 거래가 막바지

진행중인 자산들의 거래규모가 크지않고

작년부터 진행되던 프라임급 자산의 매물이

소진된 이후 이러한 매물의 추가적인 등장이

제한적인 상황속에서 올해말까지 총 거래규모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ON-GOING / EXPECTED TRANSACTION

Key Contact

PROPERTY SUBMARKET SQM

파크원 오피스 B동 YBD 160,000

NH투자증권 서울여의도본사 YBD 45,499 

삼성생명 여의도빌딩 YBD 39,646

메리츠화재 YBD 18,039 

센터플레이스 CBD 32,718 

트윈시티남산 오피스 CBD 36,300 

남산스퀘어빌딩(구.극동빌딩) CBD 75,252

아남타워 GBD 15,002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오피스동

Others 107,338

디큐브시티 오피스 Others 30,656 

타임스퀘어 오피스 Others 20,970

영시티 Others 99,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