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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용 부동산 Emerging Trend로 셀프 스토리지 부각
• 셀프 스토리지(Self storage)는 “Self service storage”의 약자로 물품 보관시설을 의미
• 세계 경제발전에 따른 가구 소비증가 및 기업규모 성장으로 도심 내 물리적 공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물품 보관시설을 임대해 주는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업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

• 주요 수요층은 추가적인 가사용품 수납공간을 필요로 하는 도심 거주 개인 및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 기업서류, 사무용품 등의 보관공간에 대한 니즈를 가진 기업으로 양호한 접근성 추구
• 셀프 스토리지의 주요 특징은 기존 대규모 물류창고와 달리 도심 내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하고,
비교적 단기간의 임대계약으로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유연한 가격정책 및 임대기간 제공

 셀프 스토리지는 미국에 기반을 둔 산업
• 2018년 기준 미국 셀프v스토리지 산업 매출액은 약 380억달러이며, 약 4만 5천~5만 2천개의
셀프 스토리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미국 총 가구수의 약 9.4%가 셀프 스토리지를 이용
• 2011년 이후 셀프 스토리지 신규 공급 및 거래 가격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으나, 과다 공급 및
업체 간 경쟁심화에 따라 수익률 및 매출 성장률은 하락세
• 6개의 주요 상장기업이 미국 셀프 스토리지의 18%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Public Storage를 포함한 5개 기업은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 형태

 성장중인 영국 셀프 스토리지 산업
• 유럽 주요 6개국은 유럽 전체 셀프 스토리지 시설의 82%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이 전체 시설의
40%로 가장 많고,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2017년 기준 영국에는 약 1,505개의 셀프 스토리지가 있으며, 인구 1인당 시설면적은 0.67ft2로
미국 5.4ft2 대비 공급 규모가 크지 않음.
• 2017년 평균 점유율은 76.1%로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으며, 2013년 이후 임대료
상승에 따른 산업 수익성은 증가 추세

 국내는 아직 도입초기 단계로 엑스트라 스페이스 아시아, 다락 등 다수 업체 시장 진입
• 2007년에 설립되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엑스트라 스페이스 아시아’는 서울 도심 4곳과
분당에 셀프 스토리지 운영 중이며, 글로벌 스토리지 협회(SSAA)의 유일한 국내 회원사인 ‘다락
(daLock)’은 서울 7곳에 지점 운영 중이며, 월 임대료는 5만원~15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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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스토리지 개요
○ 셀프 스토리지(Self storage)는 “Self service storage”의 약자로 물품 보관시설을 의미


세계 경제 발전에 따른 가구의 소비증가 및 기업규모 성장으로 도심 내 물리적 공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보관시설을 임대해 주는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업이 미국에서
시작해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음



땅이 넓은 미국에서 셀프 스토리지가 보편화된 배경은 개인이 살아가면서 소유 및 사용했던
물건을 추억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미국인의 문화적 특성에 기인



현재는 주거비가 높고,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캠핑이나 파티용품처럼 다양한
물건을 보관하는 도심 내 ‘차고’ 개념



미국 셀프 스토리지 전문 중개회사인 SpareFoot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약 4만 5천~5만
2천개의 시설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



주요 수요층은 추가적인 가사용품 수납공간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
기업서류, 사무용품 등의 보관공간에 대한 니즈를 가진 기업

○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업의 본질은 고객 물품 보관이 아니라, 보관시설을 임대하는 사업


보관시설 운영자는 고객의 보관 목적에 맞는 시설을 임대하고, 보관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고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의 일종



즉, 보관시설 운영자는 고객이 보관한 물품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 보관된 물품에 대해 관리,
보관 또는 통제는 고객이 직접 수행하고, 물품의 손실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은 고객이 부담

○ 단기(보통 월단위이나 장기옵션 가능) 임대계약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신속한 가격조정 가능


셀프 스토리지 운영자는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과 유사한 형태로 임대차계약 체결



미국 셀프 스토리지 협회(SSA)에 따르면 셀프 스토리지는 상업용 부동산의 일종으로 기존
물류창고와 달리 단기(보통 월 단위) 임대계약으로 시설 이용 가능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장기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에 비해 운영자
및 고객에게 유연한 계약 기회를 제공하며, 임대료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속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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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국가(미국, 영국) 도입 현황
○ 2018년 기준 미국 내 셀프 스토리지는 약 4만 5천개~5만 2천개가 존재


셀프 스토리지 전문 중개회사인 SpareFoot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간 산업 매출액은 약
380억달러이며, 약 4만 5천개~5만 2천개의 셀프 스토리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



셀프 스토리지의 총 임대가능 시설면적은 약 17억ft2로 인구 1인당 시설면적은 5.4ft2 수준



미국 총 가구수의 약 9.4%가 셀프 스토리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유닛(임대공간)당 평균 월
임대료는 88.9달러이며, ft2당 월 평균 임대료는 0.96달러 수준



미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셀프 스토리지 건설 지출액은 52억달러로 전년대비
2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 이후 연평균증가률은 55.1%로 성장세 확대
[표 1] 미국 셀프 스토리지 산업 개요
구

분

[그림 1] 연간 건설 지출액

주요내용

연간 산업 매출액

380억달러

총 시설 개수

45,000개 ~ 52,000개

총 임대가능 시설면적

17억ft2

인구 1인당 시설 면적

5.4ft2

임대가구 비율

9.4%

유닛당 평균 월 임대료

88.85달러

ft2당 월 평균 임대료

0.96달러

자료: The SpareFoot Storage Beat

자료: US Census Bureau
주: 미국 통계청 항목 상 Mini-storage로 분류

○ 2011년 이후 거래 가격은 지속적으로 증가세이나, 평균 월 임대료는 보합세


미국 부동산 투자서비스 회사인 Marcus&Millichap에 따르면, 2018년 거래가격은 ft2당
평균 약 110달러 수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2018년 기준 평균 수익률은 6%대 중반으로 2010년 이후 자산가치 상승, 신규공급 증가에
따른 공실률 증가, 경쟁 심화로 하락세



블룸버그/REIS에 따르면 2018년 4분기 기준 10x10unit 기준 월 평균 임대료는 자동온도
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 150달러 수준으로 온도조절장치가 없는 경우에 비해 약
30달러 높으며, 공실률은 14%로 점증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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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평균 가격 및 수익률

자료: Marcus&Millichap

[그림 3] 월 임대료 및 공실률

자료: Bloomberg/REIS
주: 월 임대료는 10X10unit 기준

○ 6개의 주요 상장기업이 미국 셀프 스토리지의 18%를 소유 및 운영


미국 셀프 스토리지 시설은 크게 6개의

[그림 4] 시설 개수 기준 점유율

주요 상장기업이 전체 시설의 18%를
소유하고 있으며, 기타 100위권내 시설
운영자가 9%, 나머지 영세 운영자가
73%를 소유 및 운영


전체 시설의 18%를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주요 상장기업 6개 중 5개는 리츠
형태의 기업



자료: The SpareFoot Storage Beat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Public Storage로 2018년 기준 매출액은 약 28억달러이며, 소유
및 운영 중인 시설개수는 2,429개
[그림 5] 2018년 주요 6개 기업 매출액

자료: The SpareFoot Storage Beat

[그림 6] 2018년 주요 6개 기업 시설개수

자료: The SpareFoot Storage 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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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5개 리츠의 분기별 매출 성장률은 하락세


[그림 7] 분기별 매출 성장률

SpareFoot에 따르면 공급 증가, 경쟁
심화에 따라 주요 4개 리츠의 전분기
대비 매출 성장률은 하락세



1위 업체인 Public Storage의 전분기
대비 매출 성장률은 1.2%로 가장 낮은
성장률 기록



미국시장의 경우 셀프 스토리지 산업이
성숙단계에 진입

자료: The SpareFoot Storage Beat

○ 유럽 주요 6개국이 유럽 전체 셀프 스토리지의 82%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영국이 40%
보유


FEDESSA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약 3,792개의 셀프 스토리지가 유럽 내에 있으며, 약
970만㎡ 규모의 보관시설 공급



유럽 주요 6개국은 유럽 전체 시설의 82%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이 40%로 가장 많고,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이 그 뒤를 잇고 있음.



영국 셀프 스토리지 협회(SSA UK)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영국에는 약 1,505개의 셀프
스토리지가 있으며, 총 임대가능 면적은 약 4,460만ft2 규모
[그림 8] 유럽 주요 6개국 보유비율

[표 2] 영국 셀프 스토리지 산업 개요
구

자료: FEDESSA/JLL

분

주요내용

연간 산업 수익

7억5천만파운드

총 시설 개수

1,505

총 임대가능 면적

4,460만ft2

인구 1인당 시설 면적

0.67ft2

사업체 수

723

평균 시설면적

29,600ft2

자료: SSA UK/CUSHMAN&WAKE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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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이후 영국 셀프 스토리지 평균 점유율은 지속 상승세


2017년 말 기준 임대가능 면적 기준 점유율은 76.1%로 전년대비 2.20%p 상승하여 2011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



단, 향후 내부 설비 완료 후 공급 가능한 잠재 임대가능 면적 포함 시 평균 예상 점유율은
66.7%로 2016년 대비 하락 전환



2013년 이후 연도별 고객 유형은 평균적으로 개인과 기업체가 6대 4의 비율로 분포
[그림 9] 연 평균 점유율 추이

자료: SSA UK/CUSHMAN&WAKEFIELD

[그림 10] 연도별 고객 유형

자료: SSA UK/CUSHMAN&WAKEFIELD

○ 임대료 상승에 따른 영국 셀프 스토리지 산업 수익성 증가


2017년 기준 ft2당 년 평균 임대료는 23.08파운드로 2016년대비 0.4파운드 상승하였으며,
2013년 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 지속



산업 수익성은 점유율 및 임대료 상승으로 지속 상승세 추이
[그림 11] 연도별 임대료 추이

자료: SSA UK/CUSHMAN&WAKEFIELD

[그림 12] 산업 수익성

자료: SSA UK/CUSHMAN&WAKE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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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주요 업체 현황 및 시사점
○ 2007년에 설립되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엑스트라 스페이스 아시아 국내 진출


엑스트라 스페이스 아시아는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국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37여개 지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는 2010년에 양재점을 시작
으로 서울(압구정, 가산, 양재, 영등포)과 분당에 국내 최대 규모 시설 운영
[그림 13] 엑스트라 스페이스 아시아 압구정점 사진

외부전경

사무실

상하차구역

보안출입

보안설비

시설내부 1

시설내부 2

트롤리

자료: 홈페이지



24시간 이용, 항온·항습 장치, 유연한 이용기간 및 보안·잠금장치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그림 14] 주요 서비스

24시간 이용

항온 항습

유연한 이용기간

3중 보안장치

잠금장치

자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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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셀프 스토리지 협회(SSAA)의 유일한 국내 회원사 “다락(daLock)”


[그림 15] 홈페이지 메인화면

미니창고 ‘다락’은 보관 공간이 마땅치
않은 개인 물품이나 기업의 서류·비품
등을 보관해주는 셀프 스토리지 사업



공간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도시민들의
고충에 착안해 창고 공유 서비스 기획



1호점인 휘문고점을 시작으로 서울시에
총 7개의 지점 운영중에 있으며, 월
임대료는 5만원~15만원 수준



패스트파이브, 현대카드 스튜디오 블랙
및 LG 플래그원 등 국내 대표적인 공유
오피스 기업들과 제휴



자료: 홈페이지

글로벌 셀프 스토리지 협회(SSAA)의 유일한 국내 회원사이며, 국토교통부 우수 물류창고
[그림 16] 내부 사진

자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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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오픈 엑세스, 항온/항습/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지문인식 및 개별 터치
잠금장치, 모바일 실시간 CCTV 모니터링, 화재 및 도난보험 가입
[그림 17] 주요 서비스

자료: 홈페이지

○ 시사점


셀프 스토리지 산업은 미국에 기반을 둔 상업용 부동산 임대업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기존 주류 상업용 부동산 섹터의 대안 상품으로 부각



기존 물류창고 대비 양호한 도심 접근성, 단기간의 유연한 임대기간, 온·습도 조절장치 및
보안장치 등 현대화된 시설은 상품 차별화 요소



셀프 스토리지는 도심에 거주하는 중산층 및 효율적인 업무공간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타겟
으로 하는 부동산 상품



아시아 시장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도시화, 중산층의 성장과 함께 셀프 스토리지의 수요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에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연구위원 류석재(sjryu3@kbfg.com) ☎02)2073-5773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