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ffice Market 
Report

2009. 1th Quarter



Company Overview

2009. 1th Quarter



회사명 : 주식회사 서브원

대표이사 : 김태오

종업원 수 : 1,230명 (2009년 2월 28일 기준)

자본금 : 250억원 (2008년 기준)

매출액 : 2조 375억원 (2008년 기준)

부동산 관리규모 : 104개동 (4,969,374m2)

- 오피스 45개 (1,119,374m2)

- 연구시설 11개 (594,535m2), 

- 공장 및 물류 통신시설 등 48개 (3,255,466m2)

사업분야 - MRO구매 아웃소싱 서비스

- 자산관리 서비스

- 임대차 및 부동산 매입·매각 서비스

- 리서치 서비스

-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 투자자문 서비스

- 빌딩 안전진단

- 빌딩 경 관리 서비스

- BTL/BTO 운 ·관리 사업

- 리모델링 서비스

- 오피스, 공장, 연구시설 건설 및 CM

- 리조트 소유 및 운 (골프장, 스키장, 콘도)

주소 :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 20 LG트윈타워 동관 33층

문의 전화 : 02) 3773-4158

Website : www.serve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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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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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종합정보

서울지역의 평균 공실률은 ’08. 4Q 대비 1.0%p 상승한

4.0%를 기록함. 특히 KBD와 YBD는 각각 1.8%p,

1.2%p 큰폭으로 상승하며 5.2%, 2.5%를 기록함. 

서울지역 평균 환산임대가는 ’08. 4Q 대비 0.4% 상승

한 84.5천원으로 조사됨. 이는 연초 정기적인 임대료

인상의 향으로 판단됨. 

반면, KBD와 서울기타 권역은 ’08. 4Q 대비 각각

0.2%, 1.4% 하락하며 90.5천원, 66.5천원을 기록함.

이는 신규공실 발생에 따른 임대인의 장기 공실 우려로

임대기준을 하향 조정한 것이 주 요인임.

서울시 등급별 공실률을 살펴보면, 높은 상승률을 보인

Prime등급과 B등급이 ’08. 4Q 대비 각각 1.6%p,

1.7%p 상승한 3.8%, 3.7%를 기록함.

’09. 1Q 설정된 펀드는 총 6건이며 2,656억원의 펀드가

신규로 설정됨.

산은자산운용은‘미분양아파트 매입 CR리츠’에 투자하

는 산은주택시장안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를 1,073억

원 규모로 설정함.

마이어자산운용은 용인양지 물류센터단지에 투자하는 마

이어사모GT양지부동산1호를 150억원의 규모로 설정함. 

KTB자산운용은 서초동 오피스 매입에 투자하는 KTB

칸피던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28호를 400억원 규모로

설정함.

’09. 1Q 서울지역에서는 거래면적 202,330m²의 오피

스 매매거래가 이루어짐. 권역별로는 CBD 4건, KBD

2건으로 총 6건임.

YTN타워가 코크렙 4호의 청산을 앞두고 YTN에 매각됨.

TRANSACTION ISSUE

부동산 간접투자시장

권역 빌딩명 거래면적(m²) 

KBD 미래에셋벤처타워 21,635

흥국생명빌딩 72,054

CBD 금호아시아나1관 54.672

YTN타워 43,322

구분 공실률 환산임대가

서울 평균 4.0%(1.0%p↑) 84.5(0.4%↑)

CBD 2.3%(0.3%p↑) 96.4(1.2%↑)

KBD 5.2%(1.8%p↑) 90.5(0.2%↓)

YBD 2.5%(1.2%p↑) 67.0(0.4%↑)

서울기타 5.1%(0.4%p↓) 66.5(1.4%↓)

분당 3.2%( - ) 65.0(0.1%↑)

구분 공실률 환산임대가

Prime 3.8%(1.6%p↑) 118.3(0.3%↓)

A 2.5%(0.1%p↑) 95.6(1.9%↑)

B 3.7%(1.7%p↑) 85.3(1.2%↑)

C 5.1%(0.8%p↑) 70.1(0.3%↓)

(단위 : 천원/3.3㎡, ↑: ’08. 4Q 대비 상승, ↓: ’08. 4Q 대비 하락, - : 변동 없음)

(단위 : 천원/3.3㎡, ↑: ’08. 4Q 대비 상승, ↓: ’08. 4Q 대비 하락, - : 변동 없음)

[ 주요 매매 사례 ]

[ 권역별 종합정보 ]

[ 서울시 등급별 종합정보 ]

펀드명 구분
설정액
(억원)

산은주택시장안정사모부동산
기타 1,073

투자신탁1호

마이어사모GT양지부동산1 복합시설 850

KTB칸피던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28호 오피스 400

[ 주요 부동산 펀드 현황 ]

출처 : ㈜서브원 리서치파트(자세한 사항은 12p 참조)

자세한 사항은 13p 참조

자세한 사항은 15p 참조



권역별분석

A등급 환산임대료 3.9% 상승

’09. 1Q CBD 환산임대료는 96.4천원으로 ’08. 4Q 대비

1.2% 상승함. 

’A등급의 환산임대료는 115.2천원으로 ’08. 4Q 대비

3.9% 상승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 

이는 흥국생명 신문로빌딩 및 노스게이트빌딩, 에이스타

워, 한화소공빌딩 등 대형빌딩의 임대료 상승이 주 요인

으로 판단됨.  

Prime등급 공실률 상승 주도

’09. 1Q 평균 공실률은 ’08. 4Q 대비 0.3%p 상승한

2.3%를 기록함.

Prime등급이 1.4%p 상승하면서 공실률 상승을 주도함.

이는 삼성계열사의 정책적 면적조정으로 삼성생명 소유

의 빌딩에서 대형 공실이 발생한 것이 주 요인으로 단기

간 내에 공실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CBD 공실률 환산임대가
보증부 월세

관리비 전환률
보증금 임대료

평균 2.3%(0.3%p↑) 96.4(1.2%↑) 650.0(2.6%↑) 64.6(1.5%↑) 28.7(2.5%↑) 12.7%( - )

PRIME 1.7% 142.4 895.0 98.9 37.8 10.8%

A 1.6% 115.2 785.1 78.8 32.4 11.4%

B 2.2% 94.2 610.0 62.7 28.2 12.6%

C 3.0% 77.8 525.1 50.7 25.0 13.9%

2.9%

[ CBD 임대료 ]

[ CBD 환산임대료와 공실률 ]

(단위 : 천원/3.3㎡, ↑: ’08. 4Q 대비 상승,↓: ’08. 4Q 대비 하락, - : 변동 없음)

1. 도심 권역(CBD)



테헤란로 환산임대료 0.4% 하락

’09. 1Q 환산임대료는 ’08. 4Q 대비 0.2% 하락한 90.5

천원을 기록함.   

테헤란로의 환산임대료는 ’08. 4Q 대비 0.4% 하락한

97.2천원으로 조사됨. 이는 캐피탈타워(구 한솔타워)를

비롯한 삼성금융프라자, KTF타워 등 대형 빌딩의 임대

가 하락이 주 요인으로 판단됨.  

조사권역 중 가장 높은 공실률 기록

’09. 1Q 평균 공실률은 ’08. 4Q 대비 1.8%p 상승한

5.2%를 기록함.

등급별 공실률 변화는 B등급이 ’08. 4Q 대비 3.2%p

상승한 4.9%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 으며

Prime등급은 2.1%p 상승한 3.8%를 기록하며 모든

등급이 상승세를 이어감.

중소형 빌딩에서 대량 공실이 발생한 언주로는 7.5%로

KBD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기록함.

KBD 공실률 환산임대가
보증부 월세

관리비 전환률
보증금 임대료

평균 5.2%(1.8%p↑) 90.5(0.2%↓) 653.7(1.4%↑) 58.9(0.6%↑) 26.9(1.0%↑) 16.5%(1.0%p↓)

PRIME 3.8% 123.4 858.0 84.6 34.4 12.5%

A 3.8% 98.0 683.6 64.2 28.6 15.7%

B 4.9% 93.2 652.9 60.4 27.8 16.8%

C 6.7% 76.7 509.2 48.8 23.4 17.6%

[ KBD 임대료 ]

[ KBD 환산임대료와 공실률 ]

(단위 : 천원/3.3㎡, ↑: ’08. 4Q 대비 상승,↓: ’08. 4Q 대비 하락, - : 변동 없음)

2. 강남·송파 권역(K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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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BD 임대료 ]

[ YBD 환산임대료와 공실률 ]

권역별분석

환산임대료 0.4% 상승

’09. 1Q 환산임대료는 ’08. 4Q 대비 0.4% 상승한 67.0

천원을 기록함. 

이는 연초 임대료 인상시기와 맞물려 대한생명 63빌딩,

한화증권빌딩, 교보증권빌딩, 증권거래소 등 대형빌딩을

중심으로 임대료를 인상한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됨.  

공실률 ’08. 4Q 대비 1.2%p 상승

’09. 1Q 평균 공실률은 ’08. 4Q 대비 1.2%p 상승한 2.5%

를 기록함.

서여의도 권역은 ’08. 4Q 대비 2.7%p 상승한 3.6%를

기록하여 YBD 공실률 상승을 주도함. 이는 정우빌딩,

삼환까뮤빌딩, 동성빌딩 등 중소형 빌딩의 공실 발생이

주 요인으로 분석됨. 

YBD 공실률 환산임대가
보증부 월세

관리비 전환률
보증금 임대료

평균 2.5%(1.2%p↑) 67.0(0.4%↑) 429.9(1.0%↑) 43.0(0.7%↑) 22.0(1.2%↑) 12.6%(0.1%p↓)

PRIME 0.7% 100.9 693.7 67.4 30.0 11.6%

A 1.4% 78.1 506.3 51.0 24.5 12.2%

B 2.4% 66.7 418.3 42.1 22.5 12.5%

C 3.7% 54.2 342.8 34.2 18.6 13.1%

(단위 : 천원/3.3㎡, ↑: ’08. 4Q 대비 상승,↓: ’08. 4Q 대비 하락, - : 변동 없음)

3. 여의도·마포 권역(YBD)



환산임대료 1.4% 하락

’09. 1Q 환산임대료는 ’08. 4Q 대비 1.4% 하락한 66.5

천원으로 조사됨. 

이는 교보재단빌딩 및 삼성화재 수유사옥 등 대형빌딩과

등포 선암빌딩, 베르디타워 등의 중소형 빌딩에서

’08. 4Q 대비 임대료를 소폭 하향조정한 것에서 기인함.

등급별 환산임대료를 살펴보면 A등급과 C등급이 ’08.

4Q 대비 1.8%, 2.8% 감소한 반면, Prime등급과 B등급

은 각각 0.6%, 0.3%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Prime등급 공실률 10.8% 기록

’09. 1Q 공실률은 ’08. 4Q 대비 0.4%p 하락한 5.1%

를 기록함.

Prime등급은 ’08. 4Q 대비 2.9%p 상승한 10.8%로

전체 권역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보임. 이는 LS용산타

워 및 게이트웨이타워, 누리꿈스퀘어 등에서 발생한 대

량 공실이 주 요인으로 분석됨. 

반면, A등급과 C등급은 ’08. 4Q 대비 각각 0.5%p,

1.9%p 하락한 1.7%, 6.0%를 기록함. 이는 전자산업

진흥회관 및 서울이동통신사옥의 일부 공실 해소가

주 요인임.

서울기타 공실률 환산임대가
보증부 월세

관리비 전환률
보증금 임대료

평균 5.1%(0.4%p↓) 66.5(1.4%↓) 451.6(5.3%↓) 41.5(0.5%↑) 22.2(0.2%↓) 13.7%(0.1%p↓)

PRIME 10.8% 87.0 602.3 62.0 24.4 12.3%

A 1.7% 73.0 460.8 45.3 24.8 13.4%

B 4.6% 67.9 449.8 41.4 23.2 13.2%

C 6.0% 57.0 388.5 34.7 19.6 14.6%

[ 서울기타 권역 임대료 ]

[ 서울기타 권역 환산임대료와 공실률 ]

(단위 : 천원/3.3㎡, ↑: ’08. 4Q 대비 상승,↓: ’08. 4Q 대비 하락, - : 변동 없음)

4. 서울기타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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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권역별 임대료 ]

[ 분당 권역별 환산임대료와 공실률 ]

권역별분석

Prime등급 환산임대료 소폭 상승

’09. 1Q 환산임대료는 ’08. 4Q 대비 0.1% 상승한 65.0

천원으로 조사됨.   

이는 퍼스트타워, 삼성생명 분당빌딩, 분당서현빌딩 등

대형빌딩의 임대료 인상이 주 요인으로 분석됨. 

야탑역 공실률 2.9%p 상승

분당 권역의 평균 공실률은 ’08. 4Q와 유사한 수준인

3.2%를 기록함.

세부권역별로는 ’08. 4Q 대비 상승폭이 가장 큰 야탑역

이 2.9%p 상승한 5.7%를 기록했고, 수내역은 0.5%p

상승한 2.4%를 기록함. 반면, 서현역은 ’08. 4Q 대비

1.1%p 하락한 3.5%를 기록함.

야탑역은 외환은행 야탑지점 및 신도리코 빌딩의 공실

발생으로 분당 권역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 상승을 보임.

서현역의 공실률 하락은 일부 중소형 빌딩의 공실 해소

가 주 요인으로 분석됨. 

분당 공실률 환산임대가
보증부 월세

관리비 전환률
보증금 임대료

평균 3.2%( - ) 65.0(0.1%↑) 451.6(5.7%↑) 40.2(1.1%↑) 22.0(2.3%↑) 12.0%( - )

PRIME 1.9% 81.9 635.0 57.4 22.3 12.0%

A 1.3% 61.0 400.0 36.1 22.8 11.0%

B 6.7% 65.6 411.4 38.7 23.9 12.0%

C 2.2% 59.3 430.6 36.6 19.6 12.5%

(단위 : 천원/3.3㎡, ↑: ’08. 4Q 대비 상승,↓: ’08. 4Q 대비 하락, - : 변동 없음)

5. 분당 권역



[ 지역별 오피스 빌딩 개수 ]

6. 지방 오피스시장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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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
6대 광역시 소재 연면적 1,000㎡ 이상의 오피스빌딩

단, 오피스텔 및 층별 분양빌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조사 기간
2009. 3. 3 ~ 2009. 3. 27



7. 종합분석

8. 임대시장 단기전망

서울지역의 평균 공실률은 ’08. 4Q 대비 1.0%p 상승한 4.0%를 기록함. 

서울지역 평균 환산임대료는 ’08. 4Q 대비 0.4% 상승한 84.5천원으로 조사됨. ’09. 1Q 임대료 인상 시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하락 사례가 다수 조사됨. 

실질적 임대료 수준은 Rent Free 기간의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임대조건 및 계약시 임대 가격 조정 협의 가능성을 고려한

다면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08. 3Q 이후 지속적인 공실률 상승은 ’09. 2Q에

도 지속되어 4%대 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국내 대형 제조업, IT업체, 외국계 업체를 중심으로

KBD, YBD 등 주요권역에서 임대료가 저렴한 빌딩

및 외곽 지역으로의 이전 수요가 조사되어 2Q에도

공실률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공실률은 초대형 빌딩의 예정 공실이 현실화되는

2009년 하반기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구분 서울 평균 CBD KBD YBD 서울기타 분당

공실률 4.0%(1.0%p↑) 2.3%(0.3%p↑) 5.2%(1.8%p↑) 2.5%(1.2%p↑) 5.1%(0.4%p↓) 3.2%( - )

환산임대가 84.5(0.4%↑) 96.4(1.2%↑) 90.5(0.2%↓) 67.0(0.4%↑) 66.5(1.4%↓) 65.0(0.1%↑)

보증금 573.4(1.7%↑) 650.0(2.6%↑) 653.7(1.4%↑) 429.9(1.0%↑) 451.6(5.3%↓) 451.6(3.2%↑)

임대료 55.1(0.9%↑) 64.6(1.5%↑) 58.9(0.6%↑) 43.0(0.7%↑) 41.5(0.5%↑) 40.2(0.9%↓)

관리비 25.8(1.3%↑) 28.7(2.5%↑) 26.9(1.0%↑) 22.0(1.2%↑) 22.2(0.2%↓) 22.0(0.9%↑)

전환률 14.3%(0.2%p↓) 12.7%( - ) 16.5%(0.1%p↓) 12.6%(0.1%p↓) 13.7%(0.1%p↓) 12.0%( - )

(단위 : 천원/3.3㎡, ↑: ’08. 4Q 대비 상승,↓: ’08. 4Q 대비 하락, - : 변동 없음)



’09. 1Q 서울지역 주요 오피스빌딩 거래는 KBD에서 2건, CBD에서 4건 발생했으며 총 거래면적은 202,330m²임. 

1Q 매매시장은 리츠의 청산(코크렙 4호) 및 신규 설정(제이알 제1호)으로 인한 거래가 2건 있었음.

그룹사옥으로 사용되었던 금호아시아나 1관이 금호생명으로부터 Sales & Leaseback 형태로 JR자산관리가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에 2,400억원에 매각됨.

YTN은 지난 2004년 4월 코크렙 제4호에 1,070억원에 매각되었던 YTN타워를 우선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1,664억원에

취득함.

미래에셋캐피탈은 신규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미래에셋벤처타워(A,B동)를 개인에게 885억원에 매각함.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흥국생명빌딩은 태광산업㈜이 흥국생명보험㈜에 4,205억원에 매각함.

매매및임대동향

1. 매매 사례 분석

KEY TRAN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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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빌딩명 소재지 매수자 매도자 거래면적(㎡)

KBD
미래에셋벤처타워 강남구 대치동 개인 미래에셋벤처캐피탈 21,635

어울림빌딩 서초구 양재동 개인 어울림네트웍스 2,519

흥국생명빌딩 종로구 신문로1가 흥국생명보험㈜ 태광산업㈜ 72,054

CBD

금호아시아나1관 종로구 신문로1가 JR자산관리 금호생명보험㈜ 54,672

YTN빌딩 중구 남대문로5가 YTN
코크렙제4호기업구조

42,322
조정부동산투자회사

SK남산그린빌딩 중구 남대문로5가 SK해운㈜ SK텔링크㈜ 9,128

계 총 6건 202,330

<자료출처 : DART 및 금융투자협회>

[ 총거래금액 추이 ] [ 매수자 구성 추이 ]



2. 임대시장 분석

KEY LEASING

’09. 1Q 오피스 임대 시장은 CBD와 YBD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임.  

CBD에서는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웅진폴리실리콘, 웅진식품, 웅진캐피탈, 웅진루카스투자자문, 웅진해피올 등

6개 계열사가 극동빌딩에 12,057m²를 임차하며 통합·이전함.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대한투자신탁증권빌딩의 2개층 4,415m²를 임차함.

민 뉴스통신사인 ㈜뉴시스는 종로구 경운동 서원빌딩의 3개 층에 1,108m²를 임차함.

마포구 상암동 전자산업진흥회관에는 LG텔레콤이 3,054m²를 임차함.

KBD의 C&H빌딩에는 A+에셋라이프가 651m²를 임차했으며 메트로빌딩에는 의류업체 겟유즈드코리아가 320m²를 임차함.

SK텔레시스는 기존 면적을 증평하여 HP빌딩의 1,920m²를 추가로 임차함.

LG생활건강과 일본 유니참의 합작회사인 LG유니참은 한진해운빌딩의 426m²를 임차함.

삼성생명 동여의도빌딩에는 LIG투자증권이 439m²를 임차함.

권역 빌딩명 소재지 임차인 면적(m²)

극동빌딩 중구 충무로3가 웅진홀딩스 외 12,057 

CBD 서원빌딩 종로구 경운동 ㈜뉴시스 1,081 

프라임타워 중구 회현동2가 LG텔레콤 959 

KBD
C&H빌딩 강남구 삼성동 A+ 에셋라이프 651

메트로빌딩 서초구 서초동 겟유즈드코리아 320

삼성생명 동여의도빌딩 등포구 여의도동 LIG투자증권 439 

YBD
한진해운빌딩 등포구 여의도동 LG유니참㈜ 426 

대한투자신탁증권빌딩 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 4,415 

HP빌딩 등포구 여의도동 SK텔레시스(증평) 1,920

서울기타 전자산업진흥회관 마포구 상암동 LG텔레콤 3,054 



부동산간접투자시장

1. 부동산 펀드 현황

’09. 1Q 설정된 펀드는 총 6건(공펀드 제외)이며 2,656억원의 펀드가 신규로 설정됨. 이는 ’08. 4Q 총 설정금액의 2배를

상회하는 수준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공(空)펀드(실제 투자 없이 1,000원 미만의 자금으로 미리 만들어 둔 펀드)가 난립했으나, 금

융당국이 사모펀드에 한해‘설정 후 등록’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공펀드들은 대부분 해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됨. 

다올부동산자산운용은 경기도 삼송 복합단지 PFV 대출채권 매입에 투자하는 다올삼송브로멕스사모특별자산1호를 설정했으

며, 설정액은 850억원 규모임.

산은자산운용은 미분양아파트 매입 CR리츠에 투자하는 산은주택시장안정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를 설정했으며, 설정액은

1,073억원 규모임.

2009년 3월말 기준 부동산펀드 총설정액은 84,084억원(설정원본기준)임.

’09. 1Q 투자형태는 PF 3건, 실물 1건, 기타 1건이며 부동산펀드 신규설정 규모는 ’08. 2Q를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한 후

’09. 1Q를 기점으로 상승함. 

자산운용사 펀드명 설정월 설정일 모집형태 국내외 투자형태 구분
설정액
(억원)

다올부동산자산운용 다올삼송브로멕스사모특별자산1 1 29 사모 국내 PF 복합시설 850 

다올부동산자산운용 다올랜드칩제네시스사모부동산23 2 3 사모 국내 미정 미정 - 

마이어자산운용 마이어사모GT양지부동산1 1 2 사모 국내 PF 물류 150

산은자산운용 산은주택시장안정사모부동산투자신탁1 3 19 사모 국내 기타 기타 1,073

KTB자산운용 KTB칸피던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28 3 20 사모 국내 실물 오피스 400

한국투신운용 한국투자사모인천청라부동산투자신탁29 3 27 사모 국내 PF 아파트 183

계 총 6건 2,656

<자료출처 : 금융투자협회 및 각 자산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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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부동산펀드 설정액 추이 ]

1183
400

[ 투자형태별 설정금액 ]

<출처 : 금융투자협회> <출처 : 금융투자협회 및 각 자산운용사>



2. REITs

[주요 ISSUE]

▶ ㈜우투하우징 제1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업인가

- 우리투자증권 주도로 설립한 미분양아파트 CR리츠로서 지방 6개 도시(대구, 경기, 충남, 경남, 전남)의 미분양아파트

483호(1,581억원)를 매입, 운용, 처분하는 방식임.

▶ ㈜플러스스타 제1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업인가

- 국민은행 주도로 설립한 미분양아파트 CR리츠로서 부산 소재의 미분양아파트 57세대(190억원)를 우선 매입하고, 향후

1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 및 차입을 통해 1조 6천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해 미분양 아파트 약 5,000세대를 매입, 운용, 처

분하는 방식임.

▶ 주식회사 제이알 제1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업인가 공고

- 신문로 소재의 금호아시아나 1관을 매입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자본금은 10억원, 추후 사모를 통해 1,210억원 모집

예정임. 

▶ 마스턴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설립인가 공고

-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산관리회사로서 자본금 70.5억원임.

▶ 대한주택공사 자산관리 예비인가 신청

- 대한주택공사는 자산관리회사 업무 수행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함.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코크렙7호는 6기(’08.5~’08.10) 현금배당을 주당

285원, 배당금 총액 34.2억원으로 결정하고 1월

15일에 지급함.

코크렙8호는 5기(’08.7~’08.12) 배당금 총액

19.3억원으로 결정하고 3월 18일 지급함.

맥쿼리센트럴은 10기(’08.7~’08.12) 총 60억원의

배당금을 3월 31일 지급함.

REITs
배당현황

1주당 배당금 시가배당률

코크렙 7호(6기) 285원 5.75%

코크렙 8호(5기) 210원 4.80%

맥쿼리센트럴(10기) 450원 6.00%

[ 당기 배당 현황 ][ 리츠 주가동향(기간 : 12개월) ]

<자료출처 : 한국증권업협회>



조사개요

조사 권역

도심권역 (CBD : Central Business District) : 종로, 을지로, 남대문로, 퇴계로 등 중구 및 종로구 일대

강남·송파권역 (KBD : Kangnam Business District) : 서초구, 강남구, 송파대로(잠실) 일대

여의도·마포권역 (YBD : Yeouido Business District) : 여의도, 마포 일대

서울기타권역 : 상기 3대 권역 이외의 서울시 소재지 일대

분당 : 수내역, 서현역, 야탑역 일대

조사 기간
2009. 3. 3 ~ 2009. 3. 27

조사 대상

서울 및 분당 소재 연면적 3,000㎡ 이상의 빌딩

단, 오피스텔 및 층별 분양빌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권역·등급별 오피스 빌딩 개수 ]

[ 권역별 오피스 면적 및 분포 ]

조사 대상 빌딩 건축 정보

건축 년수

조사빌딩 가운데 서울의 평균 건축 년수는 19년임.

권역별로 평균 건축 년수를 살펴보면, CBD가 24년으로

가장 높았고 YBD가 21년, KBD는 15년, 서울기타 13년,

분당 10년 순으로 조사됨.

[ 권역·등급별 평균 건축 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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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분당권역 개요



구분 내용

연면적 건축 연면적이 높을 수록 높은 점수 부여

임대료 수준 임대료 수준이 높을 수록 높은 점수 부여(환산 임대가 기준)

물리적 특성 건축 년도 건축 년 수가 짧을 수록 높은 점수 부여

관리회사 유무 빌딩 관리 회사가 관리하는 빌딩일 경우 가산점 부여

층 수 층 수가 높을 수록 높은 점수 부여

용도지역 상업지역, 준 주거지역, 주거지역 순으로 높은 점수 부여

주요도로입지여부
태평로·청계천로(CBD) / 테헤란로(KBD) / 동여의도(YBD) 입지 빌딩에
가산점 부여

입지적 특성
대로변 전후면 입지 대로변에 입지한 빌딩에 높은 점수 부여

지하철역으로부터 거리 지하철 역으로부터 가까울 수록 높은 점수 부여

사거리 입지 여부 사거리 교차로에 입지한 경우 가산점 부여

접도수 접도수가 높을 수록 높은 점수 부여

도로 차선 도로 차선이 넓을 수록 높은 점수 부여

건축 연면적

서울의 평균 연면적은 25,715㎡로 조사됨.

권역별 평균 연면적을 살펴보면 CBD는 27,301㎡,

KBD는 22,525㎡, YBD는 26,351㎡, 기타권역

30,363㎡, 분당권역 29,656㎡로 조사됨.

[ 권역·등급별 평균 연면적 ]

빌딩 등급 정보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의 총점을 권역 별로 나누어, 점수대별로 Prime, A, B, C등급으로 분류.

등급 Prime A B C

등급 확정 기준
각 항목별 종합 점수 각 항목별 종합 점수 각 항목별 종합 점수 각 항목별 종합 점수

상위 10% 상위 10%~30% 상위 30%~60% 상위 60%~100%

등급 분류 기준
임대료에 향을 미치는 항목을 물리적 특성, 입지적 특성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 배점 기준을 산정함.

환산임대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개월 단위로 부담하는 최소한의 실질 임대료. 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이 서로 다른 빌딩간의 임대료 비교에

용이함.     

산정방법 : (연 보증금 x 회사채금리)/12개월 + 월 임대료 + 관리비

회사채 금리 : 해당분기 조사 월의 10일자 금리를 기준으로 사용. (AA-, 3년)

보증부 월세와 전월세
보증금 대비 월세의 비율이 10% 이상인 것은 전월세로, 10% 미만인 것은 보증부월세로 구분함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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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빌딩시장에서찾는
새로운기회

최근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이 강조되면서
에너지 효율화 방안으로 그린 빌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그린 빌딩 시장에서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다각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유럽에서 주목받는 신규 주택들은 벽 두께가 30cm를 넘는다. 유리창은 3중 유리를 사용하고, 창틀과 문틈은

공기 샐 틈 없이 메워진다. 주택의 지붕이나 고층 빌딩 벽면에는 종종 태양광 전지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의 가장 큰 매

력은 냉난방 요금이 반 이상 줄었다는 점이다. 완벽한 단열로 냉/난방 기기 사용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태양광 전지

가 설치된 집은 필요한 전기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

산한 집은 유휴 전기를 전력회사에 판매하기도 한다. 이런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통틀어 그린 빌딩이라 한다.

본래 그린 빌딩이란 안락한 주거생활을 제공하면서도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에 이르기까지 환경 친화적인 건축

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친환경/무독성 건축 자재, 물사용 효율화, 폐기물 배출 감소, 주변환경과의 어울

림 등도 그린 빌딩의 조건에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환경과 에너지가 로벌 이슈로 등장하면서 그린 빌딩은 주로 에너

지 절약 차원에서 주목받고 있다.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적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린 빌딩 시장 중에서도 단열, 조명, 유리 등 상업용/가정용 건축물의 에너지 절

약과 관련된 기술, 제품,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LG경제연구원

출처 : LG경제연구원 홍일선 연구원
(ilsun@lger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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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그린 빌딩에 대한 관심 증가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그린 빌딩이 등장하고 있다. 3리터 주택, 수동형 주택(Passive House), 탄소 배출 제로 빌딩

(Zero Carbon Emission Building)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3리터 주택이란 연간 에너지 소비가 제곱미터(㎡)당 등유 기

준 3리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고효율 단열, 3중 유리, 열 회수장치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기존의 30%

수준까지 줄인 것이다. 수동형 주택 역시 남

향창, 지열펌프 등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한 주택을 뜻한다. 더

나아가 지붕이나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붙이

거나,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형 풍력 발전기,

폐기물 처리 시설 등을 통해 필요한 전기를

조달하는 빌딩이나 주택도 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2001년에 수동형 주택

보급 실증 사업인 CEPHEUS(Cost

Efficient Passive House as European

Standards)가 마무리되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국제 에너지 기구

IEA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Upper Austria

주에서는 수동형 주택의 보급이 2003년 2%

에서 2006년 7%까지 증가했으며, 에너지

소모량이 수동형 주택보다 조금 많은 수준인

저에너지 주택(Low energy buildings)은

31%에서 79%로 늘었다(<그림 1> 참조)

최근에는 신흥국에서도 그린 빌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냉/난방,

전등, 단열재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관

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두바이 역시 단

열, 물 절약,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환경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신흥국에서는 도시 개발 계

획 자체에 그린 빌딩이 포함되어 있다. 일례

각국 정부는 에너지 수요 절감 및 온실 가스 감축 방안으로
그린 빌딩에 주목하고 있다.

<그림 1> 오스트리아 Upper Austria주의 신축 가정용
주택의 시장 점유율 (%)

수동형 주택 : 남향창, 지열펌프 등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한 주택
자료 : IEA,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in Building Codes, Energy Efficiency Policies for

new building(2008)

<그림 2> 현재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 구성 비중 (%)

주 : Mtoe=Million tonnes oil Equivalents(석유 환산 백만톤 기준)
자료 : IEA,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in Building Codes, Energy Efficiency Policies for    

new building(2008)

그린 빌딩 시장에서 찾는 새로운 기회



로 2016년까지 7차에 걸쳐 완공할 아랍에미레이트의 마스

다르(Masdar) 도시 프로젝트는 그린 빌딩을 통한 에너지

소비 최소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체 조달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현재 그린 빌딩 시장은 각국의 정부 주도하에 형성되고

있다. 그린 빌딩은 에너지 수요 절감 및 온실 가스 감축에

있어서 비용 효율적인 대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전 세

계 에너지 소비량 중 상업용/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40%에 달하며, 대부분은 주택, 사무실, 학교, 병원 등

에서 냉난방, 온수, 조명, 전자 기기 등으로 소모되고 있

다. 이 중 상당 부분은 고효율 제품을 통해 절감할 수 있

을 전망이다.

McKinsey Global Institute에 따르면 2020년까지 달

성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량 135QBTU(Quadrillion

BTU) 중 상업용/주거용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

에 이른다.

또한 온실 가스 감축 방안 중에서도 단열재, 고효율 조

명, 삼중유리를 사용하는 그린 빌딩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 탄소 포집/저장 설비 등에 비해 비용 효율적이다

(<그림 2, 3>참조).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그린 빌딩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에너지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미 유럽, 일

본,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에서

도 그린 빌딩과 관련된 법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은

2016년 이후 탄소 배출 제로 빌딩 외에는 건축허가를 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에너지 효율 기준이 점차 강화되

고 규제 적용 범위가 신축 빌딩을 넘어 기존 빌딩의 리모

델링 및 설비교체로 확대되면, 그린 빌딩 시장은 더욱 빠르

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1> 참조).

빌딩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가 채찍이라면 그린 빌딩 육

성을 위한 당근으로써 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

화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미래 성장 동력 차원에서 적

극적으로 그린 빌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뿐

만 아니라 향후 신흥시장으로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수

LG경제연구원

그린 빌딩 수요 진작을 위해
각국 정부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2020년까지 달성 가능한 에너지 절감량 (%)

주 : Qbtu(Quadrillion British Thermal Units)
자료 : Mckinsey Global Institute, The case for investing in Energy Productivity(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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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올해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는‘Cool Earth

에너지 혁신 기술 계획’을 통해 2050년까지 중점 육성할

온실가스 감축 기술 21가지를 선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위한 고효율 단열재와 창문재료는

2015년까지 실용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고효율 조명, 열

펌프,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그린 빌딩의 근간이 될 수 있

는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국 정부는 경제적 인센티브

를 제공하고 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시 그린 빌딩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그린 빌딩

은 일반건축물에 비해 에너지 소비량을 70~90%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다. 하

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손익 분기점 도달에 많은 시

간이 걸린다는 점은 그린 빌딩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하

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보조금, 세제 혜

택, 저리대출 제도 등을 통해 그린 빌딩을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 독일에서 수동형 주택을 짓는데 드는 비용은

제곱미터(㎡)당 평균 1,728유로로, 일반 주택의 1,600유로

에 비해 10%정도 비싼 편이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공공

은행인 KfW(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를 통해

수동형 주택에 대해 장기저리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비용 부

담을 줄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인증/등급제를 통해 그린 빌딩의 시장 경쟁력

을 키우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그린 빌딩 인증/등급제란

제 3의 기관이 빌딩의 에너지 효율을 점검하고 등급을 매

기거나,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그간 자발적인 참여로

인증제, 등급제를 통해 그린 빌딩의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표 1> 각국의 그린 빌딩 관련 지원 정책

국가 내용

- 빌딩 에너지 효율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2002)

·에너지 효율 평가 기준 마련 및 신축, 매매, 임대시 인증서 구비

- 20/20/20 실천 계획(20/20/20 plan, 2008)
EU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990년의 20% 수준으로 감축, 신재생 에너지 - 비율 20%까지

확대, 효율성 증진을 통한 에너지 소비 20% 감축을 목표로 함.

·빌딩의 에너지 인증제 도입 촉구, 효율화 규제의 적용 범위 확대

- 에너지 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미국
·정부 공공 건물 에너지 효율화, 백열전구 교체

- 오바마-바이든 플랜(Obama-Biden Plan, 2008)

·매년 100만 가구의 에너지 효율화(Weatherize One Million Homes Annually)

- 에너지 사용 합리화법

일본
·에너지 효율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Cool Earth 에너지 혁신 기술 계획(2008)

·그린빌딩 시장의 기술 로드맵 포함

중국 - 에너지 절약법(2007)

인도 - 상업용 건축물 에너지 규제 발표(2007)

두바이 - 그린빌딩 조례 발표(2008)

그린 빌딩 시장에서 찾는 새로운 기회



운 되어 왔다. 스위스의‘Minergie’, 국의‘BREEAM’,

미국의‘LEED’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인증받은 주택에

대해 정부는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일부 지원하는 정도

다. 하지만 최근 독일 정부는 건물을 매매/임대할 때, 건물

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재한 에너지 증명서 증빙을 의무화

함으로써 그린 빌딩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

시했다. 세입자는 유지/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에너지 사용

량이 적은 그린 빌딩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인증/등급제

는 소비자에게 에너지 절감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그린 빌딩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린 빌딩의 새로운 시장 기회
각국 정부의 육성 정책에 힘입어 그린 빌딩은 꾸준히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빌딩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단열재,조명, 냉/난방 기기, 빌딩 관리 시스템

등이 새로운 시장 기회로 주목 받고 있다. 향후 에너지 절

감을 넘어 자체적으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빌딩이나

주택이 늘면서 태양광 전지, 풍력 발전기, 지열 펌프 등도

그린 빌딩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처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표 2> 참조).

1 단열제품

단열 제품은 그린 빌딩의 근간이 되는 제품이다. 벽, 지

붕, 창문 등의 에너지 손실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냉/난방

에 필요한 화석 연료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 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단열 제품은 오래 전부터 건축물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그린 빌딩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커

지면서 선진 기업들은 기술 혁신을 통해 고성능/고부가 가

치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독일의 화학 회사인 BASF사

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3리터 주택을 통해 BASF사가

출시한 고효율 단열재(Neopor)와 삼중유리의 탁월한 단열

성능이 입증되면서, 현재 수동형 주택이 늘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향후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의 따뜻한

기후를 겨냥한 단열 제품도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이다. 지

금까지 그린 빌딩은 중/북부 유럽, 북미 등 추운 지역을 중

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실내의 열을 밖으로 빼앗기지

않는 것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따뜻한 지역에서는 실내로

유입되는 열을 처음부터 차단함으로써 냉방과 관련된 에너

지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례로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열이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빛 투과량 조절,

열차단 등이 가능한 고기능성 유리가 등장하고 있다. 또한

그린 빌딩의 증가세에 힘입어
새로운 시장 기회들이 나타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표 2> 그린 빌딩을 통한 새로운 시장 기회

단열 삼중창문, 단열재, 고기능성 유리

에너지 절감
냉/난방 지열펌프, 열교환기, 폐열 회수기

전력 CFL, LED

시스템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자체생산
분산발전 마이크로열병합 발전기, 빌딩 일체형 태양광 패널

인프라 2차 전지, 캐패시터, 스마트 미터기



2009 1th Quarter Office Market Report   24/25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은 건물 신축이 많고, 기존 건물의

단열효율이 낮으며, 유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새로

운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 냉/난방기기

냉/난방 기기는 향후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규

제에 가장 큰 향을 받을 제품이다. 냉/난방 기기 효율화

는 석유,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소비 절감과 직결되며,

온실 가스 감축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

효율 에어컨과 보일러 등 기존 상품을 개선한 상품 외에도

태양열 펌프, 지열펌프, 열교환기(Heat Exchanger)등 자

연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상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미 유럽의 수동형 주택에서는 지열펌프, 열교환기를 포함

한 공조 기기가 냉/난방 기기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열펌프는 수동형 주택이 보급되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

로 뚜렷한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땅 속의 열을 이용

하기 때문에 전기 사용이 적고, 신재생 에너지 육성차원에

서 정부의 보조금도 지급되기 때문이다.

3 조명시장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중 20% 이상을 조명 기기

가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 채광이 어려운 대형 빌딩이 증

가하면서 이 비중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

린 빌딩에서 고효율 조명은 필수 사항이 되고 있다. 게다

가 최근 고효율 형광등과 LED 조명이 등장하면서 빛 전환

효율이 5%에 불과한 백열등은 줄줄이 퇴출될 예정이다.

빠르면 2009년부터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백열등 사용

금지 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효율 형광등 중

하나인 콤팩트 형광등 (Compact Fluorescent Lamp)은

유해물질인 수은이 미량 포함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

라서 고효율이면서 최근 가격 하락 폭이 크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LED 조명 기기의 상용화 확대에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또한 낮에는 인공 조명이 아닌 자연 채광을 활용하려는

제품도 늘고 있다. 건축물에 광선반, 채광창을 설치하던

기존 방법을 넘어 반사판, 광 케이블 등을 통해 태양빛을

실내로 끌어오는 방법도 등장했다. 중국 최초의 탄소 제

로 빌딩 CSET(Center for Sustainable Energy

Technologies)은 자연 채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

이다. 이 빌딩은 하늘로 난 큰 창을 통해 건물 전 층에 빛

을 공급하고, 자연통풍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

획이다.

4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그린 빌딩에서는 IT 시스템이 공조, 조명, 시설관리 등을

넘어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시키는데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빌딩 에너지 관리 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은 실시간 사용량 관리, 과거 사용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처를 찾아서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례로 IBM은 BEMS를 통

해 불필요한 보일러 사용을 찾아 작동을 중단한 것만으로

1,250MWh, 125,000달러를 절약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

니라 IBM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에너지 관리 프로젝트에서

BEMS를 통해 연간 16,500MWh를 절감할 수 있었다. 이

미 가정용/빌딩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일본의 Cool

Earth 에너지 혁신 기술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해
빌딩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그린 빌딩 시장에서 찾는 새로운 기회



5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

최근 태양열/광, 풍력 등을 활용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자

체 생산하는 그린빌딩도 등장하고 있다. 초기 설치비는 많

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빌딩의 전기 사용료를 줄이고, 지역

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 맨체스터의 CIS 빌딩은 건물 벽면의 타일을 태양광

전지로 대체하여 필요한 전기를 조달하고,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전력회사에 되팔고 있다. 빌딩에서 자체적으로 필요

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마이크로 열병합 발전기의 사

용도 늘고 있다. 현재 마이크로 발전기는 도시 가스를 사용

해서 가정과 빌딩에서 90%에 가까운 높은 에너지 효율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그린 빌딩이 필요한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 기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일례로 태

양광, 풍력 발전의 경우 날씨에 따른 변동을 줄이기 위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2차 전지, 캐퍼시터 등 에너지저장

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그린 빌딩에서 생산

한 유휴 전기를 전력회사에 팔기 위해서 전기 사용량뿐만

아니라 빌딩의 전기 생산량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

기도 출시되고 있다.

그린 빌딩 시장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
그린 빌딩의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선진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기회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비

해 국내 기업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본격적

인 시장 성장 시점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그린 빌딩의 장점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가 낮기 때

문이다. 수동형 주택이 70%가 넘는 유지비를 줄일 수 있

다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성공사례가 드문 만큼 소비자에게

쉽게 와 닿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기존 제품대비 비싼 가

격은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는 설치할 수 없거나, 신축보다 비용

부담이 훨씬 큰 제품들도 다수 존재한다. 게다가 그린 빌딩

의 단열, 조명, 창호 등은 건축업체의 몫인 만큼 소비자 접

근성도 떨어진다. 무엇보다 건물 소유주와 세입자가 다른

경우 양측 모두 에너지 효율화 비용을 지불할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

하지만 장기적인 그린 빌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그린 빌딩시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은 자사가 개발한 제품을 바탕으로 그린 빌딩

의 미래 효용에 대해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린 빌딩의 편익

을 알려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고효율 제품들

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상품이다. 일부 제

품의 경우 원천 기술 확보 및 특허를 통해 기업은 장기적

인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

서 기존 제품 대비 비싼 가격은 구매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높은 가격을 극복하고 시장을 열기 위

해서 기업은 가격 이상의 효용가치를 소비자에게 쉽게 전

달할 필요가 있다. 고효율 단열재와 삼중 유리창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3리터 주택이란 개념을 처음 만든 BASF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그린 빌딩 제품을 개발할 때 설치 편의성 및 기존

제품 사용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신축

보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일부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줄수록

시장 창출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제품

과 전혀 다르고 복잡한 제품일 경우 시공업체가 제품을 수

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컴팩트 형광등

외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빌딩이나 주택도 증가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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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Ls)은 높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전구를 꼽는 소켓의

규격이 백열등과 달라 초기 시장창출에 어려움을 겪은 대

표적인 예이다.

셋째,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기존 제품과 차

별화할 필요가 있다. 열교환기(Heat Exchanger)의 경우

신선하고 따뜻한 공기라는 고객 가치에 중점을 두었다. 기

존 난방 시스템은 공기를 가두고 보일러를 가동시켜 실내

온도를 올렸다. 그 결과 장기간 난방시 실내 공기가 탁해지

는 단점을 피하기 힘들었다. 반면 열교환기는 들어오는 공

기와 나가는 공기간의 열을 교환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

함으로써 신선한 공기와 단열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

에 달성했다. 또한 GE, 월풀 등은 전기 요금이 저렴할 때

작동하고, 과다 전기수요가 발생하면 멈추는 지능형 가전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에너지 컨설팅사 EnerNOX처럼 빌

딩의 전기 소비를 최적화하여 남는 전기를 전력회사에 되

파는 새로운 사업 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자치단체, 환경 시민단체,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린 빌딩

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구매 습관 변화를 유도

하는데 있어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시의 수동형 주택과

태양광 지붕의 확산을 들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

대 운동으로부터 주민들의 환경 의식이 제고되면서 지방자

치단체가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기에 전력회사

바데노바(Badenova)가 협력하면서 그린 빌딩의 수요가

촉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시
축구장 스탠드 지붕의 태양광 패널은
지방 정부와 전력회사 Badenova사의
적극적인 지원 및 주민 출자로
설치되었음.

우리 기업들도 그린 빌딩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린 빌딩 시장에서 찾는 새로운 기회



신승우교수칼럼

2009년 부동산 시장

자산의 가격, 바닥

그리고 위험관리

신승우 교수 칼럼은 학계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함이며, (주)서브원의 견해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닥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의 가격

(Valuation), 시장가격(Market Value)과 자산 가격의 존재 범

위 그리고 바닥에 관하여 정의하고 그것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

하여 서술하는 것이 순서이다. 예를 들어, 오피스 자산의 가격이

란“오피스를 임대하여 벌어들이는 미래 순현금 흐름 (Net

Operating Income: NOI)의 할인 값의 합”으로 정의된다. 오피

스 자산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미래의 NOI들

과 미래의 할인율 그리고 오피스의 임대 가능기간이 된다. 서구

의 기준으로 보면 오피스의 수명은 구적이다. 미래의 NOI들은

테넌트의 업황이나, 계약기간, 공실률 등의 향을 받고, 부동산

자산의 할인율인 자본 환원율(Cap. Rate)은 금융시장과 실물시

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일종의 금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미래의 NOI들이나 자본 환원율은 말 그대로 미래의 값들로 불

확실하다.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률변수로서 측정하게 되는

데, 현대 부동산 금융은 자본 환원율만을 확률변수로서 하여 자

산의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자산의 가격에 관한

논의는 자본 환원율에 관한 논의로 단순화 된다. 자본 환원율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또는 자본 조달 코스트로 이해하면 무리

가 없다.

여러분이 업무에서 늘 해 온 것처럼 자산의 가격은 NOI를 자

본 환원율로 나누어 구하게 되고, 그 값은 하나의 숫자로 나오

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자산의 가격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하지만 자산의 가격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기에 사는 사

2007년 여름 이후“서브프라임 위기”라고 불리는 경기침체 상황이 부동산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과거의 다른 위기들

과 달리 이번 위기는 부동산 부문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위기의 원인 및 진행과정은 이미 여러 번 다루

어졌기에 여기에서 중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다. 위기에 대한 대책은 독자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면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 에서는“바닥”또는“바닥을 쳤는가 (Bottomed Out)"의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

가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지면의 제약, 데이터의 부존재 및 본인의 무능으로 인하여 몇 몇 주장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을 미리 밝혀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또한 이 의 내용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견해와

독립된 저자의 개인적 견해임도 미리 밝혀 두기로 한다.



람과 파는 사람이 생기고,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모두, 적어도

계약시점에서는 이득을 보았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결국 매도

호가와 매수호가는 상대적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가

지고 있는 자본 환원율이 상대적이다. 이러한 상대성은 사람마

다 다를 뿐 아니라 자산 별로 다르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투

자는 부동산이 채권보다, 주식보다 더 이익이 될 때만 가능하다

는 점에서, 그리고 서울의 부동산 투자는 서울이 중국보다, 미국

보다 더 이익이 될 때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시 상대적이다. 

따라서“바닥”역시 상대적이다. 부동산 시장은 KOSPI 지수

만큼 신뢰가능하고 업데이트 주기가 짧은(High Frequency) 데

이터가 없으므로 주식시장의 예를 이용하여 바닥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신문을 보면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증권

사의 바닥에 대한 예측치가 변한다. 바닥이란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추정한 주식가격의 하한 기대치이다. 따라서 첫

번째 추정한 바닥이 뚫리면 그러한 정보를 기초로 두 번째 바닥

이 추정될 뿐이다. 증권사마다 입수한 정보가 다르고 미래 주식

시장의 진행방향에 대한 견해(Distribution)가 다르기 때문에 바

닥 역시 다르다. 

2009년 현재 필자가 보는 부동산 시장의 바닥은 이미 지났

다.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 이번 위기는 현재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위기란 놀라움(Surprise)을 근거로 하는데, 이제 서브프라

임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아래 <표 1>을 보면, 2차 오일

쇼크하에서 미국 경제는 2.9%의 실질성장을 하 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한 위기의 근원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

이라는 점이다. 우리 경제가 비록 내수만으로도 성장 및 유지가

가능한 국가는 물론 아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외부적 충격을

흡수할만한 경제규모는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끝으로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과 시장의 신뢰회복이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이제 새로이 투자를 준비해야할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위험관리(Risk Management)다. 대박의 기회는

없는 반면 위험은 증가된 선진국형 시장으로 변화된 것을 이해

한 국내 금융부분은, 아주 오래 전부터“수익률 1% 증가 방안”

과“위험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에 비하여 국내 부동산

은 이 부분이 다소 부족하다. 이제 국내 부동산도 주식 및 채권

부문과 펀드를 놓고 경쟁해야 하며, 중국, 미국 등 해외의 기회

들과 비교되어야 하고, 부동산 내에서도 상가와 오피스, 창고 및

임대주택 등의 상대적 수익과 위험이 모두 검토되어야 한다. 위

기는 결코 기회가 되지는 않는다. 기회는 위기를 극복한 자에게

만 주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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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약력
신승우 교수는 서울대 경 학 학사, 미국 코넬 대학교 부동산 석사 및 동 대학교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 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조교수로 재직하

고 있다. 관심 연구 분야로는 모기지 및 모기지 증권의 가격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이 있고, 한국 주택금융공사 및 대림산업 관련 컨설팅 경험이 있으며, 수업은

부동산 계량분석론, 고급 부동산 금융, 재무관리 등이 있다. 

[ 표 1 ] 맨큐의 경제학 원론

The 1970s oil Shocks and Their Effects

1973 - 75 1978 - 80

Real oil prices + 138% + 99%

CPI(소비자물가지수) + 21% + 26%

Real GDP - 0.7% + 2.9%

# of unemployed persons
+ 3.5 million + 1.4 million(실업자수)



국가단위 정책변화

- 경인운하 사업계획 발표

; 홍수예방, 물류비 절감, 교통난 해소, 문화 관광 레저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계획임. (1월 5일)

- 국내 최대 한중합작 무안기업도시 본격 착수

; 국토해양부는 1월 19일 무안기업도시(한중단지)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함. (1월 20일) 

1월 -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0,244.82k㎡ 해제

;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국토부가 지정한 17,334.08k㎡를 검토한 결과,     

10,224.82k㎡를 해제한다고 밝힘. (1월 23일)

- 제주 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동북아 교육허브 조성을 목표로 명문 국제학교 12개 설립을 계획함. (1월 30일)

- 인천 검단신도시 1지구 개발계획 확정, 본격 착수

; 수도권 서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복합자족도시 육성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타운 및 자전거도로(88㎞) 등

녹색도시를 건설할 계획임. (2월 2일)

- 국가 토지비용 절감을 위해 토지은행 도입

;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2월 6일 입법예고함. (2월 5일) 

-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상부시설 민간사업자 4월중 공모하여 사업조기추진 계획

; 민간공모 지침 마련 후,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당초 계획에 대한 제안과 대안을 함께 제출받아

최적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임. (2월 18일)

- 도심지역 주차장 없는 건축물의 건축도 가능해짐

; 국토해양부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건물주의 주차장 설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2월 19일)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지역 확대

;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3월 12일 입법예고함. (3월 11일)

3월
- 서해안 명품 브랜드화 사업 '본격 추진' 

; 국토해양부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해안 명품 브랜드화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3월 11일)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국가지원 및 지구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을 완화함. (3월 24일)

기 간 내 용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국가단위정책변화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공공 15조 3,070억원 지

원, 민간에서 4조 총 20조 2,997억원 규모로 투자될 전

망이다. 핵심사업은 마곡지구와 여의도 금융중심지 육성

을 비롯해 등포 교정시설 이전부지 개발, 금천 구도심

개발, 준공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서남 R&D 콤플렉스

건립 등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중심이다.

이밖에 안양천과 도림천 생태천 복원, 지하철 9호선과

신안산선 연결 개통 등 서남권 교통망 확충도 내용에 포

함돼 있다.

서울 서남권 개발에 20조원 투입

서울시는 한강 노들섬에 5만 3,000㎡ 규모로 들어설 복합문화예술시설 이름을‘한강예술섬’으로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14년 말 준공할 예정인 한강 예술섬에는 4,500억원이 투입돼 콘서트홀(1,900석)과 오페라극장(1,500석)을

비롯해 다목적 공연장, 미술관, 뮤직스트리트, 전망카페, 북스토어 등 각종 공연·전시시설이 만들어진다.

이와 더불어 반포대교‘인공섬’(Floating Island) 프로젝트 실시설계를 이달 중 착수,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이다. ㈜효성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민간 시행사인 소울플로라 컨소시엄은 인공섬을 총 662억원 투자, 3개 섬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노들섬에 조성될‘한강 예술섬’이 정적이고 고전적인 문화예술 공연장이라면, 인공섬은 수상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살려 역동적이

고 대중적인 문화공간으로 차별화할 계획이다.

한강 노들섬·반포대교 인공섬 개발사업 본격화

2012년까지 전남 광주, 나주 지역으로 이전할 한국전력의 강남구 삼성동 본사 부지(7만9,341㎡)에 최고 114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

을 비롯한 복합단지(총 연면적 94만4,757㎡) 개발이 추진된다. 이 곳은 2개 블록으로 나눠 개발되며 A블록에는 114층 랜드마크 빌딩

과 함께 3개 동이 지어질 계획이며 오피스와 쇼핑몰, 스카이라운지, 비즈니스호텔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온다. B블록에는 미술관과 콘

서트홀 등 문화시설과 공공청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바로 옆 탄천을 끌어들여 수변공간도 마련되며 지하에는 코엑스몰과 연계한 개

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동 한전부지 114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 건립

세운상가 일대에 30층 안팎 높이 주상복합단지와 대형 녹지축, 광장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 43만 8,585㎡에 업무와 주거용 빌딩, 녹

지축, 광장, 문화공연시설 등을 조성하는‘세운 재정비 촉진계획안’을 결정고

시했다. 

사업구역에는 주거, 업무, 상업, 문화시설 외에 폭 90m, 길이 1km의 대규

모 녹지축도 만들어진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무장애 단지’조성

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설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세운상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 2015년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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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면 적

주 거 149만 6,526㎡

업 무 92만 3,593㎡

상 업 50만 891㎡

문화시설 11만 6,259㎡

총 계 303만 7,269㎡

구 분 구 성 면 적

제 1섬 공연·컨벤션 4,700㎡

제 2섬
다목적

3,200㎡
엔터테인먼트

제 3섬 303만 7,269㎡ 1,200㎡

부동산개발동향

<한강예술섬> <반포대교 인공섬>



서브원뉴스

서브원은 지난 4월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YTN타워에 대한 PM/FM업무를 위한 우선협상대상

자로 선정되었다. 

YTN타워는 연면적 42,322㎡ 지상 20층 지하 6층 규모의 YTN 방송사 본사 건물로 서브원은 PM 및 FM에

대한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YTN타워는 기존과 차별화된 사옥으로서의 고품격 관리서비스와 방송시설로서의 특화된 서비스를 필요로

했다. 이에 서브원은 풍부한 사옥 및 방송시설 관리 Know-how와 안정적인 운 시스템·전문 기술지원 조직

을 제공함으로써 YTN타워의 품격 있고 안전한 빌딩관리 및 자산가치 극대화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서브원은 앞으로도 사옥/방송시설과 같이 특화된 건물에 대한 PM/FM 통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더욱

확대·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YTN타워 PM/FM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서브원은 지난 3월 준공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LG전자 서초R&D센터에 대한 건물관리를

개시했다. 서초R&D센터는 연면적 125,557m²지상 25층, 지하 5층 규모의 2,600억을 들여 3년

만에 완공된 LG그룹 내 최대 규모의 연구시설이다.

서초 R&D센터는 휴대폰, 디지털TV, 멀티미디어, 광스토리지 등 첨단제품 분야의 차세대 핵심

기술 선행 확보와 디지털 컨버전스 관련 제품 연구를 통해 LG전자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발굴하

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역삼동에 위치해 있던 LG전자가 디자인센터 서

초 R&D 캠퍼스로 이전해, R&D와 디자인부문이 한 건물 안에 공존해 기획단계부터 R&D, 디자

인의 결합을 효과적으로 연구 및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 서초R&D센터 건물관리 개시

서브원은 지난 2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대한 관리를 개시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연면적 154,463㎡ 교육시설 4동, 지원시설 8동 규

모로 교육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이며 당사는 지난 2007년 7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금번 관리는 2009년 3월 1차 개교한 대학본부, 자연과학관, 교수APT 등의 시설에 대해 건물관리, 부속시설 운 관리 및 행정지원 등의

학교 운 전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브원은 2011년까지의 단계별 준공 계획에 따라 제공 서비스 등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관리 개시

서브원은 지난 3월 1일 전라북도 익산시 용제동에 위치한 LG생명과학 익산공장에 대한 FM관

리를 개시했다.

LG생명과학 익산공장은 연면적 36,769㎡ 규모의 유전공학 의약품 및 치료제를 생산하는 공장

으로 서브원은 공장 Utility설비 전반에 대한 보전업무 및 설비합리화 수선공사를 대행하게 되었다.

현재 서브원은 LG그룹 내 220만여㎡ 이르는 공장시설을 관리 중이며, 향후 공장내 Utility

설비 관리 뿐 아니라 에너지 진단/절감 서비스 등으로의 사업 역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브원은 2009년 1월 1일 부로 G-Engineering사업본부를 출범했다. 

G-Engineering사업본부는 LG그룹 내 환경, 에너지관련 신사업을 기획하고 동시에 기존 유관사업인 건물관리, CM사업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창설된 조직이다.

서브원은 G-Engineering사업본부를 향후 LG그룹 내의 환경, 에너지 총괄 조직으로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LG생명과학 익산공장 FM관리 개시

G-Engineering사업본부 출범

<YTN타워>

<LG전자 서초R&D센터>

<LG생명과학 익산공장>



1⃞ 추진배경 및 개선방향
최근 3년간 전체 수도광열비가 매년 6% 이상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감활동이 요구됨. 전체 수도광열비의 구성항목 중 연간 2,290
백만원(40%)을 차지하는 항온 항습기/동력/냉온수기 설비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10%이상 절감하고자 함.

2⃞ CTQ* 설정 및 현 수준 측정 (*Critical To Quality : 제품, 서비스의 핵심 품질특성)

LG텔레콤 통신국사 에너지절감을 본 프로젝트의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각 개선항목별 개선지표를 아래와 같이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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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측정방법 현상황

측정기간 : 7일
주파장 내 FAN이 일일 13시간 가동됨

동력설비
측정대상 : 광주국사 수전실 온도

차량 집중 시간 : 5시간
전력절감

측정방법 : 6회/일
현재 수전실 온도 22℃ ~ 23℃로 낮게 유지됨

27±1℃ 조정

측정기간 : 5일 사무실 냉방온도가 최저 22.6℃로 운 되고 있음.
사무실온도 측정대상 기준 온도는 25±1℃로 ±2.5℃ 편차 발생
유지율 - 대구국사 전층 구역별 온도 측정 층별 온도편차 : 평균 1.7℃ 발생 허용범위 ±0.4℃ 이내

측정방법 : 6회/일 층내 구역별 온도편차 : 최대 2.5℃ 발생

장비실
측정기간 : 10일 기준온도 : 24℃ ~ 25℃

온도유지율
측정대상 : 원주국사 교환장비실 현재 온도분포 : 23℃ ~ 27.5℃
측정방법 : 2회/일 온도유지율 : 60%

측정기간 : 30일
가습장치 50% 축소 가동 시 평균습도는 45±5% 유지 가능함

가습기 측정대상 : 인천국사 시스템 1실, 2실
전국사가 100% 가동운 으로 과다한 에너지 소요

측정방법 : 1회/일

CTQ Tree

[ 현 수준 측정 ]

[ 설비별 개선방향 ]

CTQ

LG텔레콤 통신국사 에너지절감

온도유지율(%)

SPEC內 데이터

측정데이터

Y1

항온 항습기
전력절감

Y2

동력설비
전력절감

Y3

냉온수기
가스절감

×100

가습기 가동률(%)

실제가동수량

설치수량
×100

FAN 가동시간율(%)

실제가동시간

설정가동시간
×100

사무실 온도 유지율(%)

실제가동수량

설정가동시간
×100

대상설비 내 용

항온 항습기 장비실 온도 유지율 개선
가습기 가동대수 조정

동력 설비
주차장 급,배기 가동시간 조정
수전실 온도 유지율 개선

냉온수기 사무실 온도 유지율 개선

서브원혁신프로젝트
“LG텔레콤 통신국사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3⃞ 개선방향

4⃞ 개선활동 및 성과검증
항온항습기 전력절감 - 온도 유지율

항온항습기 전력절감 - 가습기 가동율

▶ 해결과제

▶ 개선항목

[ 개선활동 Process ]

▶ 송풍 Grille 구조 개선

▶ 개선활동 ▶ 개선활동 후 성과

▶ 개선활동방향

개선 前
63,316kwh 개선 後

52,679kwh

16.8% ↓

120,767kwh
100% 
가동

87,976kwh
50%
가동

27% ↓

과도한 가습으로 벽면 결로현상발생
가습기 가열증발에 따른 실내온도
상승으로 냉방 COMP 작동에 의한 전력손실
실린더 內 수질관리로 자동배수낭비

가습기 50% 축소, 
MICOM 45±5% 조정운전
- 습도유지 : 53.1% → 46.5%(6.6%↓)
- 온도유지 : 23.8℃→22.8℃(1℃↓)

MICOM 제어관리 설정기준 정립
- 온도 23±1℃
- 습도 45±5%

교환실 가습기 현상파악 가습기대수 제어관리 관리기준 정립

급·배기 FAN

452㎥
100%
가동

271㎥
50%
가동

40% ↓

월 수도사용량

서브원 혁신 프로젝트



동력설비 전력절감

사무실 온도유지율

개선 前
1,744kwh 개선 後

665kwh

62.5% ↓

급·배기 FAN 지속 운 으로
FAN 가동 에너지 Loss 발생
BSM Time Schedule 관리미흡

BMS Time Schedule 설정
07:30 ~ 09:30 / 11:30 ~ 12:30
15:30 ~ 16:00 / 18:00 ~ 19:00 

BMS Time Schedule관리(월1회)
주차장 집중이용시간 관리(월1회)

주차장 운 현황 파악 급·배기 FAN가동시간 조정 가동시간 기준정립

급·배기 FAN

개선 前
10,800kwh 개선 後

7,200kwh

34.0% ↓

수전실 온도조정

[ 개선활동 Process ]

[ 개선활동 Process ]

사무실 최저온도 : 22.6℃
공조기 Sensor편차 및 Diffuser 파악

Diffuser 및 Volume Damper 조정
공조기 Sensor 편차조정(1,2,7층)

평균 GAS사용량 8.2% 절감
사무실 최저 23.5℃ 공급(기준 : 25±1℃)

지속적인 관리로 층별, 구역별 온도편차
감소 및 기준온도 공급

온도현황
파악

개선
Point

기대효과

관리기준
정립

개선 前
5,256㎥ 개선 後

4,825㎥

16.8% ↓

월 GAS 사용량

5⃞ 성과

정량적 성과
본 절감활동을 통하여 당초 목표 던 129백만원 대비 48%
초과한 191백만원 절감 달성이 예상됨

정성적 성과
고객사에게 경제적 가치를 제공함으로서 신뢰형성과 고객만족
을 향상시킴.

고객사 임원 감사패 및 포상

건물주 에너지 사용계획 대비 절감금액 10% 

초과달성에 대한 30%를 관리비 추가인상 제시

건물주 만족도 평균 만점 획득

당사 관리빌딩으로 절감활동 사례공유 확산

129

항온항습기
(69)

동력설비
(37)

냉온수기
(23)

127
(7~10월 실적)

항온항습기
(103)

동력설비
(16)

냉온수기
(8)

64
(11~12월 추정)

48% 초과달성

하반기 10개 통신국사 수도광열비 절감실적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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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에도지속적으로TPS활동참여가확대되는추세

’09. 1Q TPS활동은임직원들의마인드를고취및활동의체계화를추진

서브원은

’08년부터 고객가치 혁신 및 개선의 조직문화

구축을 목적으로 TPS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08년에는 총 959건의 개선제안이 이루어 졌으

며, ’09. 1Q에도 임직원들의 지속적으로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09년에는 직원들의 자발성이 한층 높아

져서, TPS활동이 직원들의 일상 업무와 하나의 문

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09년 상반기에 직원들의 TPS 마인드 고취를

위하여 업무개선활동의 기본 사상 및 14가지 행

동원칙을 전파하 으며, 현장견학을 통한 TPS

워크샵 실시,경 진의 OPEN COMMUNICATION

등을 통해 직원들의 TPS 이해도 향상 및 TPS

업무개선활동이 확산되고 하고 있다.

’09. 2Q에는 우수사례 공유 등 확산, 현장 업

무개선활동 가이드 등 지원, 체계적인 활동을 통

해 구성원들의 TPS활동의 수준 향상 및 내재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경 진 TPS OPEN COMMUNICATION

현장견학을 통한 TPS 워크샵

협력사원 TPS우수자 일본 TPS 연수

지역별 모델(우수) 사업장 운

사무간접부문 TPS 확산

(TPS사상을통한) 업무개선활동
TPS : Toyota Production System (서브원및협력업체의일본도요타자동차공장방문을통한원가절감혁신활동)

TPS 업무개선활동의 기본 사상

“이상적인 모습”을 향해“날마다 개선”을“철저하게”행한다

’08년 12월

122건

’09년 1월

177건

2월

◀3월말 예상

◀3/10

432건

3월(10일까지)

191건

TPS 참여 건수의 추이



LG트윈타워
주소 : 서울시 등포구 여의도동 20번지
위치 :  5호선 여의나루역
연면적 : 157,835㎡
규모 : 35F, B3(2개동)
건물주 : ㈜LG, ㈜LG상사
준공연도 : 1987년

GS타워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위치 :  2호선 역삼역
연면적 : 141,552㎡
규모 : F38, B6
건물주 : ㈜GS 
준공연도 : 1999년

외환은행 전국 지점
주소 : 전국분포
규모 : 전국 44개 지점
건물주 : ㈜ 외환은행

PM 서비스 제공 빌딩

주요관리대상

개발사업검토 오피스용지(도심·용산·송도)개발검토
상업용지(상암DMC 등)개발검토
물류부지활용 및 개발검토

사업성검토 MRO 중앙, 복합허브 매입 컨설팅 및 부지 취득
실버타운 진입 관련 컨설팅
기업 유휴부동산 매각 컨설팅 및 매각 대행
청라 PF사업 타당성 검토
LG데이콤 부산 고객센터 매입
LG데이콤 진주, 수원국사 부지매입
유휴부지 최유효 이용방안
LS타워(안양) 적정임대가 산정
한국외환은행 소유 부동산 최유효 활용방안
부평 공장이전 및 신축관련 컨설팅

CM 상암동 LG CNS 신사옥 신축 컨설팅
강남 GS타워 상가 리모델링 컨설팅
북경 트윈타워 신축 컨설팅

빌딩 상암 LG텔레콤 사옥
통합관리 상암 LG CNS 사옥
시스템 서초 R&D캠퍼스

전국 우리은행 지점
신세계 백화점
SK그룹 사옥
울산 과학기술 대학교

서브원 주요 실적

구분 내용

O
ffice M

arket R
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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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서비스 제공 주요 빌딩 현황

전자회관
(마포구 상암동)

JS타워
(강남구 삼성동)

대한제지빌딩
(광진구 광장동)

한국증권업협회
( 등포구 여의도동)

서울대학교 기숙사 - BTL운 ·관리 사업
(관악구 관악로)

동남권 유통단지
(송파구 장지동)

신한카드 역삼사옥
(강남구 역삼동)

LG마포빌딩
(마포구 공덕동)

로이어즈타워
(서초구 서초동)

건국대학교 기숙사 - BTO운 ·관리 사업
(광진구 화양동)

서울예술대학 기숙사 - BTO운 ·관리 사업
(안산시 단원구)

LG전자 가산 R&D캠퍼스
(금천구 가산동)

울산과학기술대학교 - BTL운 ·관리 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LG패션
(강남구 신사동)

LS타워
(안양시 동안구)



[ LG가산디지털센터 ]
빌딩정보
주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9

빌딩규모 : B1 / 13F

연면적 : 74,986.5㎡ (22,683.3py)

준공연도 : 2009년 4월말 예정

기준층면적 : 임대 : 3,835.1㎡

전용 : 2,278.6㎡

전용율 : 59%(기준층)

엘리베이터 : 12대

주차공간 : 416대

(지하 314대, 지상 102대)

평면도

위치

공실현황
임대층 임대면적 전용면적 입주시기

7층 1,332.73(403.15) 744.03(225.07) 5월 초

10~13층 3,835.12(1160.12) 2,278.62(689.28) 5월 초

임대기준
해당층 단위보증금 단위임대료 단위관리비

기준층 420,000 42,000 13,100

[ GS Tower ]
빌딩정보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

빌딩규모 : B6 / 38F

연면적 : 141,551.7㎡ (42,819.2py) 

준공연도 : 1999년

기준층면적 : 임대 : 3,316.8㎡

전용 : 1,509.9㎡

전용율 : 48%

엘리베이터 : 31대

주차공간 : 1,084대

평면도

임대안내 (Leasing Information)

( 단위 : ㎡(py) )

( 단위 : 원 )

위치

공실현황
임대층 임대면적 전용면적 입주시기

9층 1,595(482) 765(231) 즉시

12층 3,207(970) 1,538(465) 즉시

13층 3,314(1,002) 1,590(481) 즉시

임대기준
해당층 단위보증금 단위임대료 단위관리비

기준층 880,000 88,000 33,300

( 단위 : ㎡(py) )

( 단위 : 원 )

Contact Point 
조흥렬 과장 : 017-323-6237/02-3773-1581   안준희 과장 : 010-3241-5337/02-3773-4287   고남건 대리 : 010-8646-5577/02-3773-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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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No.1
To Create New Value in Company Operations

www.serve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