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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Overview

최근 OECD는 2020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2%로 전망하였다. 이는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1분기보다 -3.2% 하락한 수치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컸기 때문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하여 소비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여전히 위축되어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활동이 재개되며 하반기에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완전한 경기 회복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Supply and Demand

2020년 2분기 서울 A grade 오피스 빌딩 평균 공실률은 전기와 유사한 수준인 4.09%를 기록하였다. 2분기에 신규 공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침
체로 인해 기업들의 오피스 이전 활동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오피스 임차계약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권역별로 보면 CBD 권역의 공실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6.15%를 기록하였다. 지난 분기에 이어 '센트로폴리스'가 주요 외국계 금융사(UBS, 크레디트스위스 등)와 임대차 계
약을 체결하며 대규모 면적을 해소하였다. 다만 이는 동일 권역 내 A grade 빌딩 간의 이전으로 공실률 변동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을지트윈타워’에 'CJ

생물자원'(3,627sqm)과 '한국캐피탈'(3,627sqm)이 각각 한개 층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일부 공실을 해소하였다. 3분기에는 '파인에비뉴'B동에 입주하고있는 'SKT’(11,7

78sqm)의 퇴거가 예정되어 있어 향후 공실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GBD 권역의 공실률 역시 전기와 유사한 수준인 1.72%를 기록하였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 '센트로폴리스'로 이전하며 2분기에 대형 공실이 발생했던 '한국지식재산센터'에‘비바리퍼블리카(9,917sqm)’와‘인지소프트/모바일리더(2,637sqm)’등이 계약을 체결하며
공실 면적을 해소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IT 업체들을 중심으로 증평 및 이전이 이루어졌다. 반면 '파르나스타워'에 입주해 있던 '카카오IX'가 퇴거
후 '이즈타워'로 이전하였고 '강남파이낸스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나이키'는 감평하였다. YBD권역의 공실률도 전기와 유사한 수준인 4.69%로 조사되었다. 'IFC'에 입주해
있던 'LG하우시스'가 'LG 마곡 본사'로 이전하였고 'FKI타워'에 입주해있던 '한화건설'은 장교동에 위치한 '한화빌딩'으로 이전하며 대형 공실이 발생하였다. 반면 '3IFC'에 'VI 

Group(3,355sqm), ‘1 IFC’에 ‘SMG-KAIST MBA’ (3,062sqm), ‘SMG’(3,062sqm)가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FKI타워'에 '현대자산운용'(3,672sqm), '한국투자신탁운용'(6,516

sqm)등이 계약을 체결하며 공실을 해소하였다. 

OVERALL VACANCY & ASKING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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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ook

대규모 신규 공급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은 하반기 오피스 임대차 시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에 위치한 'Parc1'을 시작으로 'HJ

Tower’, ‘Gateway Tower’ 등 각 권역별로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신규 오피스 빌딩들의 공급이 공실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임대차활동 위축과 오피스 공간에 대한 변화된 기업들의 인식이 더해져 하반기 임대차 시장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올해 2월 중순부터 빠른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의 대응책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재택근무, 단축근무 등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며 근무 공간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예상과 달리 비대면 업무가 업무의 효율성, 직원들의 편의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는 기업이 늘고있다. 'SKT'는 지역별로 거점 오피스 4곳을 두고 직원들의 자택에서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여 출퇴근
하는 근무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NHN'은 주 3일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오피스 프리'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근무 방식의 변화로 각 기업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오피스 공간에 대한 면적 축소, 공간 구성 등 효율적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기업활동에 따른 임차인들의 신규 및 이전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오히려 코로나19 사태의 수혜를 받는 IT기업들을 중심으로 GBD 권역 내에서 임차
수요가 꾸준하다. 따라서 오피스 공급 이슈와 코로나19로 인한 업종간 경영실적에 따라 권역별, 업종별로 임차 활동에 차이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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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ARKET
INVENTORY

(SQM)

DIRECT  VACANT  

(SQM)

OVERALL  

VACANCY  RATE

CURRENT QTR  OVERALL 

NET  ABSORPTION(SQM)

YTD OVERALL  NET

ABSORPTION  (SQM)

UNDER  

CNSTR  (SQM)

OVERALL AVG  ASKING 

RENT (KRW)*

CBD 3,033,086 186,666 6.15% 2,278 65,796 228,728 35,255

GBD 2,963,612 51,044 1.72% -8,416 -9,308 212,296 28,884

YBD 1,318,134 61,774 4.69% -1,858 553 529,419 24,965

SEOUL TOTALS 7,314,832 299,483 4.09% -3,788 57,041 970,443 30,275

Pangyo 600,526 0 0.0% - - - 17,173

*Rental rates do not reflect full service as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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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T STATISTICS (A GRADE BUILDING)

PROPERTY SUBMARKET TENANT SQM TYPE

센트로폴리스 CBD UBS 2,195 Relocation

센트로폴리스 CBD 크레디트스위스 4,067 Relocation

을지트윈타워 CBD CJ생물자원 3,627 Relocation

을지트윈타워 CBD 한국캐피탈 3,627 Relocation

한국지식재산센터 GBD 비바리퍼블리카 9,917 Relocation

One IFC YBD SMG - KAIST MBA 3,062 New Leasing

One IFC YBD SMG 3,062 New Leasing

Three IFC YBD VI Investment + Banker Street AM (VI Group) 3,355 Relocation

cushmanwakefield.com

KEY LEASE TRANSACTIONS Q2 2020

*Renewals not included in leasing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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