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 하우스 

오늘은 집 리스팅 후 진행하는 오픈 하우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컬럼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연구에 의하면 

가장 높은 가격에 집을 팔 수 있는 기간은 리스팅 후 

첫 3주 이내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

으나 멀티플 오퍼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역시 리스팅 

후 첫 일주일 이내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바이어

들은 그것이 집이든 생선이든 채소이든 시장에 방금 

나온 싱싱한 물건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

다.  그리고 리스팅 초반에는 특별히 오버 프라이가 

아닌 한 리스팅 가격에 대한 저항감이 상대적으로 적

은 것이 대부분입니다.(셀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점 입니다) 

가끔은  오픈 하우스에 대하여 회의적인 셀러 분들도 

계십니다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리스팅 후 첫 3 

주까지의  오픈 하우스는 매우 중요하며 그 이후의 

오픈 하우스는 필요성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째, 오픈 하우스를 계획 할 때 리스팅을 무슨 요

일에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자는 리스팅 상담 시 셀러 분에게 되도록이면 수요

일이나 목요일에 리스팅이  뜰 수 있도록 서류를 꾸

미고 , 첫 쇼잉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픈 하우스를 

통하여 개시하는 것을 기본 안으로 추천 드립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리스팅이 뜨고 일요일 오픈 하우

스를 통하여 첫 개봉을 하기에는 그 사이 사간이 너

무 길어서 어쩔 수 없이 개별 쇼잉을  진행하게 되므

로 첫 개봉으로서의 오픈 하우스 효과가 많이 반감되

기 때문 입니다.    

두 번째로 오픈 하우스를 계획할  때,  되도록이면 

롱 위켄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날

씨가 화창하고 좋거나, 너무 날씨가 궃을 경우, 큰 

스포츠나 문화 행사, 명절 등이 있는 날에도 오픈 하

우스 효과는 반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 하우

스 하기 제일 좋은 날씨는 춥지도 덥지도 않으면서 

흐린 날씨나 아주 약한 가랑비가 오는 날씨 정도가 

필자의 경험상 가장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퍼블릭 오픈 하우스를 하다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 

드린  ‘준비된 바이어’ 뿐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된 구경꾼 바이어, 더 낳아가 근처에서 비슷한 수준

의 부동산을 신규로 리스팅  준비 중인 염탐꾼, 때에 

따라서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꾼들도 함께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귀중품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

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 하우스를 개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매매가 넘

버게임(더 많이 보거나 보여 주는 것이 확률적으로 

거래가 성사되기 쉽다는 의미에서)이기 때문 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집을 보러 온 바이어 들을 

통하여 리스팅 가격이나 전반적인 집 단장에 대한 객

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

다.  필자는 아이패드용 앱을 사용하여 , 오픈 하우

스에 참석한 모든 바이어들에게 매우 간략한 집에 대

한 느낌과 예상 지불금액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있으며, 오픈 하우스 종료 후 셀러에게 동 내용

을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번 째 오픈 하우스의 의미는 방문자 숫자를 통하여 

현재 그 지역 시장상황에 대한 활동성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오픈 하우스 에서  한 두 명의 바이어만 방문하는 경

우도 있으며,  어떤 지역, 어떤 상황에서는 20~30명

의 바이어가 떼를 지어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문자 숫자를 통하여 향후 리스팅 가격 조정에 대한 

근거 및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컬럼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시거나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 필자에게 직

접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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