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오피스 시장 동향 (2021년 2분기 기준)
1. 오피스 수요 현황
2

- 2021년 2분기 오피스 수요면적은 총 139,340 m (약 42,000평)으로 1분기 대비 약 25% 상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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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 오피스 수요면적은 총 250,977 m (약 76,000평)으로 2020년 전체 수요면적과 유사함
- 2021년 상반기 주요 상승요인은 대기업들의 건물 매입 및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보임
① 오피스 건물 매입
2

i.

PwC Campus 건물 (연면적 30,000m , 약 9,000평) – 매입가: €132M (약 1,800억원)

ii.

Commerce 46 건물 (연면적 14,200m , 약 4,300평) – 매입가: €120M (약 1,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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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피스 임대차계약
2

i.

Multitower (연면적 16,386 m , 약 5,000평) – Total(프랑스 에너지회사)와 12년 임대차계약 체결

ii.

The Wings (연면적 15,033 m , 약 4,500평) – 벨기에 Ernst and Young (EY)와 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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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벨기에 EY 본사로 사용 예정)
2. 오피스 공실 현황
- 벨기에 전체 인구의 66% 이상이 백신 1차 접종 완료, 40% 이상이 백신 2차 접종 완료로 인해
중앙허브로서의 오피스 수요 증가함
- 이에 따라, 2분기 오피스 시장 공실률은 7.7%로, 1분기 공실률 8.06% 대비 0.36% (36bps) 감소함
3. 오피스 공급(개발) 현황
- 2020년 코로나(COVID-19)로 인한 국경봉쇄조치(lock-down)로 인해 개발 건이 지연되었음
2

- 2021년내 신규 공급 가능 면적은 315,000m (약 95,000평)로 예상됨
4. 주요 오피스 임대료 현황
2

- 2018년~2021년 2분기까지 연간임대료는 315유로/m (월 11.7만원/평)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의 주요 요인으로는 A등급(Grade A) 오피스에 대한 높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임
- 향후 CBD 지역의 연간임대료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5. 오피스 투자 현황
- 2021년 상반기의 벨기에 전체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규모는 €1.35B (약 1.85조원)이며, 브뤼셀 소재
오피스 시장의 경우 이의 35%를 차지하며, 약 €473M (약 6,500억원) 투자됨
- 장기임대계약(15년~18년)을 맺은 프라임 오피스의 Yield는 3%로 전분기 대비 0.25%(25bps) 하락하였으
며,
단기임대계약(3년~9년)을 맺은 프라임 오피스의 Yield는 3.5%로 전분기 대비 0.25%(25bps) 하락함
(* Yield는 Cap rate(자본수익률)로 자산가치(투하자본) 대비 순임대수익(NOI)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산가치가 상승할수록 평가 Yield는 낮음)

※ 출처: CBRE Marketview Brussels Office Q2 2021 Re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