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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2006년 이후, 프놈펜 주택 시장의 총 

누적 물량은 약 10,000세대 정도이며, 

이 중 약 65%가 빌라/타운하우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빌라/

타운하우스 시장에서 연간 1,250세대 

정도가 흡수되었다. 중간 가격대와 

고급 주택들은 일반적으로 30 ~ 50만 

달러 이상의 가격대에서 거래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 매수자들은 10 

~ 25만달러 수준을 선호하며, 보레이 

펑 하우스 (Borey Peng Houth)는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는 개발사이다.  

아파트의 경우, 동 기간에 연간 약 250

세대가 거래되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일반적인 아파트 한 채당 가격은 

8 ~ 25만 달러 수준이었다.  

프놈펜이 빠르게 도시화됨에 따라 

주택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프놈펜의 서쪽 및 북쪽에서 

도시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고, 부유층과 빈곤층간의 소득에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이러한 

상황은 아파트 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호텔
3성 ~ 5성급 호텔은 총 63개로 객실수는 

약 7,300개 정도이다. 현재는 비수기로 

평균 객실 점유율은 약 60% 수준이며, 

객실당 평균 수입은 49달러이다. 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성수기의 평균 객실 

점유율은 보통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7년과 2012년 사이에 관광객수가 

연 12%의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호텔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2014

년 완공 예정인 소카(Sokha)리조트 & 

호텔이 500개 이상의 객실을 공급할 

예정인데, 이 프로젝트는 프놈펜에서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이다.  

서비스 아파트
프놈펜에는 60여개 프로젝트, 약 2,100

개의 객실이 공급되었으며 평균 객실 

점유율은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표 1

캄보디아 경제 및 인구 개황, 2011년

출처 : 캄보디아 통계국, 세계은행, 세빌스 베트남

그림 1

주택 매매 동향, 2006-2013년 상반기

출처 : 세빌스 베트남

그림 2

3 - 5성급 호텔 공급 및 RevPAR, 2013년 상반기

출처 : 세빌스 베트남

2013년 상반기

객실당 평균수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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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형별 서비스 아파트 임대료 수준, 2013년 상반기

출처 : 세빌스 베트남

Grade B 서비스 아파트의 객실당 

임대료는 보통 1,800 ~ 3,000달러 

수준이다

리테일
프놈펜에는 총 200,000sqm의 

현대적인 리테일 시설들이 개발되어 

있다. 

1인당 리테일 시설 밀도는 약 0.09sqm

로, 이것은 베트남의 하노이, 호치민과 

동일한 수치이다. 그러나 리테일 

시설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편으로, 대부분의 리테일 시설들은 중, 

저가 제품 및 임차인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시장 월 평균 임대료는 $40/sqm

인데 반해 소랴센터(SoryaCenter)와 

같은 고급 리테일 시설의 경우 sqm당 

월 $100/sqm 이상의 높은 임대료를 

기록하고 있다.  

프놈펜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발 

되는 첫 리테일 시설인 이온몰(Aeon 

Mall)은, 규모가 100,000sqm에 

이르며, 2015년 준공될 예정이다. 

오피스
프놈펜에는 20개 오피스 빌딩, 면적 

110,000sqm 이상의 오피스가 공급되어 

있다. 월 평균 임대료는 sqm당 $18/

sqm 수준이며, 캐네디아타워(Canadia 

Tower) 등과 같은 고급 빌딩들의 

경우 평균 임대료는 30달러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90% 이상의 높은 임대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3년 말 준공 예정인 39층 높이의 

바타낙캐피탈타워(Vattanac Capital 

Tower)가 완공되면 40,000sqm의 

오피스 임대 면적이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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