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1

월임대료 및 공실률, Q2/2013
 공급: 2013년 상반기 신규공급은 
없었음.

 수요 및 공실률 : 2013년 2분기 공실률 
2.9%

 임대료 : 전 분기대비 0.6% 상승, 
전년동기대비 1.4% 상승

 매매 및 투자시장 : 2013년 1분기에 
현대캐피탈 홍대사옥이 거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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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대료
(원/3.3058 sqm, 

임대면적기준)

평균임대료
(원/3.3058 sqm,

전용면적기준)

전년동기대비
임대료인상률

공실률

50,400 98,800 1.4% 2.9%

출처 : 세빌스 코리아

개요
 



2013 상반기

savills.co.kr/research  02  

브리핑 | 마포 오피스 권역

공급
2013년 상반기에는 마포권역에 

신규공급이 없었다. 

수요 및 공실률
마포권역에 2012년 4분기 공급된 

세아타워의 영향으로 공실률이 6.9% 

까지 상승하였으나, 2013년 상반기에 

세아타워를 포함, 전반적인 공실이 

해소되면서, 2013년 2분기 공실률은 

전분기 대비 4%p 하락한 2.9%를 

기록하였다.

2012년 하반기 공급된 세아타워에 

삼성생명보험, 삼성SDS, 엘지생활건강, 

파인스트리트그룹(글로벌 투자자문사),

린나이코리아, 한화생명보험 등이 

입주하여 약 18,500sqm의 공실이 

해소되었다.

임대료
2013년 2분기 임대료는 전분기대비 

0.6%, 전년동기대비 1.4% 인상되었다. 

마포권역에서 임대료를 인상한 오피스 

빌딩은 2개 빌딩으로 창강빌딩이 5%, 

공덕빌딩이 10% 인상하였다. 공덕빌딩은 

2008년 1분기 이후 5년만에 임대료를 

인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매 및 투자시장
2013년 1분기에 홍대입구역 인근의 

현대캐피탈 홍대사옥이 거래되었으며, 

거래가격은 300억원으로 연면적 

3.3058sqm당 276만원에 거래되었다. 

표 2

공실률 동향, Q2/2012-Q2/2013

Q2/2012 Q3/2012 Q4/2012 Q1/2013 Q2/2013

공실률 1.7% 3.4% 6.9% 6.9% 2.9%

그림 1

공실률, Q1/2006-Q2/2013

출처 : 세빌스 코리아

그림 2

임대료 지수, Q1/2006-Q2/2013

출처 : 세빌스 코리아

출처 : 세빌스 코리아

표 3

거래사례, 2013 상반기

출처 : 세빌스 코리아

빌딩명 거래시기 매도자 매수자 매매면적(sqm)
매매가격

(단위 : 억 원)

현대캐피탈 홍대사옥 Q1 2013 현대캐피탈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10,846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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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마포권역 오피스 시장 조사빌딩개요, Q2/2013

출처 : 세빌스 코리아

표 4

조사빌딩 개요, Q2/2013

구  분 서대문권역 오피스 stock 분석대상빌딩

빌딩개수 43 19

기준층 바닥면적 평균(sqm) 825 920

연면적 평균(sqm) 21,159 26,890

연면적 총합계(sqm) 909,819 510,907

Savills Korea에서는 마포권역 오피스 Stock 중 100% 사옥을 제외하고 보증부 월세의 임대료 체계를 가진 총 19개의 빌딩으로 오피스시장 
동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