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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한국 가계금융 공급채널로서 

전세제도 실증분석

- 전월세전환율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고 제 헌

  본 논문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데이터를 활용 10년간 전월세전환율 시

계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 하여 전세제도의 금융적 성격

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김세직․신현송(2012)에 따르면 전세의 암묵적 이자율인 전월세전환율

은 전세가 대체하는 금융시장의 대출이자율과 밀접하게 움직인다. 예금

은행 가계대출 공급이 제한적이던 시기 전월세전환율은 사채시장 이자율

에 가까웠으나 2000년대 이후 예금은행 가계대출 공급이 급증하며 전월

세전환율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다. 이는 가

계 주된 자금 조달 시장이 전세시장에서 예금은행 가계대출 시장으로 대

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견한 전월

세전환율 주요 특징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월세전환율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과 밀접하게 움직인다. 

특히 매매가격이 비싼 집들의 전월세전환율일수록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ii

자율 변동에 탄력적으로 변동한다. 

  둘째, 전월세전환율이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과 무관하게 변동하는 

기간이 존재한다. 전세는 주택임대와 금융이 결합된 특수한 제도이다. 

이에 전월세전환율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 변동 뿐 아니라 전세가격

의 변동성, 주택 경기 및 대출규제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다.

  셋째, 전월세전환율은 주택매매가격이 쌀수록 높다. 집주인과 세입자

의 신용리스크가 전월세전환율에 반영된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신용은 

소득 및 자산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고 보유하고 임차하고 있는 집의 가

격은 소득 및 자산 수준과 상관관계가 높다. 전월세전환율이 높다는 것

은 상대적으로 전세금이 싸고 월세임대료가 비싼 것을 의미한다. 이에 

신용이 나쁜 집주인은 전세금을 싸게 받아서라도 전세를 통해 자금을 조

달할 유인이 크다. 신용이 나쁜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 조달이 힘들어 월

세가격이 비싸도 월세 임차를 하게 된다. 

  넷째,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낮을수록 높다. 전세가/매

매가 비율은 기대매매가격상승률과 반비례한다.(김세직·신현송,2012) 

다시 말해 기대매매가격상승률이 높을 경우 전월세전환율은 높다.  기대

투자수익이 높을수록 허용하는 자금조달 비용의 수준이 높다. 전월세전

환율도 기대수익률에 따라 차이가 난다. 기대매매가격상승률이 높을 경

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차입을 해서라도 집을 보유하려는 

유인이 증가한다.

주요어 : 전월세전환율, 전세, 가계금융, 가계대출이자율, 신용리스

크, 기대매매가격상승률

학번: 2010-3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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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전세 제도는 한국의 가장 일반적인 임대양식인 동시에 주택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고유한 직접 금융 거래 양식이다.(김세직·신현송, 

2012) 가계 금융 시장이 미성숙했던 시기 전세 제도는 가계의 주된 자

금 공급 채널로서 기능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은행의 기업 대출 중심 대출 행태가 변화하며 가

계 금융 시장이 급성장하였고 2000년대 들어 전세 위주의 임대시장이 

변화하여 전세 임대가 감소하고 보증부 월세(반전세)가 증가하기 시작하

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침체와 함께 주택 임대 

시장의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주택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에 부동산 정책의 방향도 변하고 있

다. 과거 부동산 정책은 가격 안정화, 시장 활성화 등 매매시장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현재는 월세 증가, 매매시장 침체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전세가격 안정화 등 임대시장에 대한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그림1]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및 전세 가격 지수

                자료출처: 국민은행 주택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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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고유

의 임대방식인 전세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전세

제도는 임대기간 동안 집주인의 전세금 차입이자와 세입자의 임대료가 

상쇄되어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독특한 계약 구조를 갖는다. 이에 

임대료와 이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 계약(반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이 발생하

며 보증금의 월세 환산비율인 전월세전환율, 즉 전세 금융의 가격변수인 

전세의 암묵적 이자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계 대출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전세 시장의 변화는 전월세전환율

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세직·신현송(2012)에 따르면 

전세의 암묵적 이자율인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가 대체하는 금융시장의 대

출이자율과 밀접하게 움직인다. 가계금융 시장이 미성숙했던 1990년대

까지 전월세전환율은 사채이자율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2000년대 초반 

10%을 상회하던 전월세전환율은 현재 6~7%수준으로 예금은행 가계대

출금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는 가계 주된 자금 조달 시장이 

전세시장에서 예금은행 가계대출 시장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이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보여주는 

유용한 분석 대상이다. 이창무 외(2002)의 연구를 시작으로 전월세전환

율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월세전환율 통계의 미

비로 실증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존의 실증연구도 횡

단면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임대 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에 전월세전환

율의 종단면 분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전월세전환율 통계가 갖고 있는 산출방법, 표본의 편

향성, 표집 기간, 표본 분류 미흡 등의 한계 때문에 부동산 114 서울시 

아파트 가격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전세의 금융적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10년간 전월세전환율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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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구축한 전월세전환율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전세의 암묵적 

이자율인 전월세전환율과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이 밀접한 관계를 갖

고 움직인다는 것을 보임으로서 이론으로만 제기 되었던 전세의 금융적 

성격을 실증 규명하였다. 

  전월세전환율의 이자율 성격에 기반 하여 전월세전환율이 거래당사자

들 신용리스크와 기대 투자 수익 차이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결정됨을 

실증 분석하였다. 단 거래당사자들 신용과 차입 유인 등은 이에 대한 대

리변수(proxy)로 매매가격, 전세가/매매가 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가계금융 공급채널로서 전

세제도에 대하여 서술한다. 전세의 금융적 성격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김

세직,신현송(2012)에 따라 전세제도의 본질과 전세 공급과 수요와 결정

요인에 대하여 정리한다. 또한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전세의 금융적 성격에 기반하여 전월세전환율 개

념을 정리하고 기존 전월세전환율 데이터의 한계를 분석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부동산 114의 서울시 아파트 전세 및 월세 호가 데이터 베이스

를 활용 매매가격과 전세가/매매가비율에 따라 표본을 16개 그룹으로 

분류  구축한 전월세전환율 시리즈(2002.3~2012.2)에 대하여 기술한

다. 

  4장에서는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

고 본연구에서 구축한 전월세전환율 시리즈에 기반하여 서울 아파트 전

월세전환율의 4가지 특징을 정리하여 이를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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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계금융 공급채널로서 전세 

1. 전세제도의 본질

  전세제도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목돈을 맡기고 거주

권을 얻게 되는 한국 고유의 임대양식이다.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와 집

주인간에 현금 거래는 발생하지 않는다.

  김세직․ 신현송(2012)에 따를 때1) 전세제도의 본질은 직접금융거래

이다. 집주인은 전세금에 대한 채무자가 되고 세입자는 채권자가 된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은 부채이며 세입자에게 전세금은 자산이다. 전세제도

의 가장 큰 특징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와 임대료가 상쇄되며 임대료 미

납과 이자 미납에 따른 위험이 상쇄되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림2] 전세제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를 때 임대보증금2)은 부동산담보대출에 버금가

는 규모의 부채이다. 2013년 기준 부채를 보유 가구들의 부채 구성을 

1) 전세의 금융적 성격에 주목한 연구로 윤주현(2000), 이용만(2013) 등의 연구가 있
다.

2) 임대시장에서 월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개월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하는 
외국의 월세양식과 달리 대부분의 경우 보증금은 연세이상이다. 이에 반전세의 경우
에도 순수 월세보다는 전세에 가까우며 임대보증금은 월세 미납에 대한 보증금의 성
격보다는 전세금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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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부동산담보대출액 대비 임대보증금의 비중은 0.65에 이른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의 경우 부채 중 부동산담보대출액 보다 임대 보

증금이 크다. 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부채 중 임대보증금의 크기는 부

동산담보대출액에 1.2배이다. 

      

[표1] 부동산 담보대출 평균금액 대비 임대보증금 평균금액 비중

　 전체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2010 0.64 1.31 0.75 0.73 0.65 0.57

2011 0.62 0.78 0.74 0.63 0.57 0.61

2012 0.67 1.22 0.77 0.65 0.64 0.64

2013 0.65 1.22 0.65 0.61 0.57 0.68

자료출처: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그러나 전세시장의 거래 자금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제외한 금융통계

에 반영되지 않는다. 전세가 가계주체간의 직접금융거래인 까닭에 전세

금(임대보증금)은 가계의 부채인 동시에 자산으로서 상계되며 국민경제

의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자금순환계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가계

부채의 지표인 가계신용 통계는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자금만

을 집계하기 때문에 개인을 통한 공급되는 자금인 임대보증금은 포함되

지 않는다. 금융 중개기관으로부터 부채와 개인 간의 부채의 성질이 완

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세시장 자금규모는 간과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전세보증금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대출규모와 가계대출의 

LTV(Loan to value ratio)수준은 과소 계상되어 가계대출 리스크가 과

소평가 될 여지가 있다.

  전세제도의 금융적 성질 중 가장 간과되고 있는 점은 전세 금융에도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차입 이자와 임대료가 상쇄되는 독특한 계약

구조로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아 전세를 무이자 부채로 인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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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다. 전세로 자금조달에 따른 암묵적 이자비용이 존재하고 전세 금

융의 암묵적(implicit)이자율이 존재한다. 

2. 전세 공급과 수요 결정 요인

  전세가 금융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전세의 수요와 공급의 결정

요인은 자금의 공급과 수요 결정요인과 연계된다. 또한 주택 임대(임차)

를 매개로 한 자금 수요와 공급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주택 시장의 여

건 또한 전세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집주인의 경우 차입이 필

요한지, 차입이 필요할 경우 전세로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은행에서 차

입을 할 것인지에 따라 전세의 공급이 결정된다. 세입자의 경우 주택을 

보유할 것인지 임차할 것인지 임차할 경우 전세로 임차하는 비용과 월세

로 임차하는 비용에 따라 전세 수요가 결정된다.  

(1) 전세 공급 결정 요인

  전세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 공급이 증가하며 임대 공급 

또한 증가하는 경우와 집주인의 임대 방식 선호의 변화로 월세 임대보다 

전세 임대를 선호하게 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전세 

공급은 주택 경기, 집주인의 전세와 월세선호 차이를 야기하는 집주인의 

자금조달 필요성, 집주인의 신용, 대출이자율, 예금이자율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차입이 필요 없는 경우 집주인은 전세 임대와 월세 임대 시 임대소득

이 더 큰 쪽을 선호하게 된다. 전세 임대 시 발생하는 집주인의 소득은 

전세금(q)을 은행에 예치해 얻는 이자소득(q)이다.3) 반면 월세 임대

3) 전세금을 운용해서 얻는 소득이므로 다양한 수익을 가정할 수 있다. 전세금이 계약 
기간 이후 반환해야 하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전제할 수 있
어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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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월세임대소득(R)을 얻고 월세미납에 따른 이행비용(x)이 발생

한다. 전세금 운용 소득이 월세순임대소득(=월세임대소득-월세미납에 

따른 이행비용)보다 클 경우 집주인은 전세를 선호하게 된다. 

  차입이 필요한 경우 집주인은 전세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은행에서 차

입하고 월세로 세를 놓을 수 있으며 이 중 자금조달 비용이 더 작은 쪽

을 선호하게 된다. 전세 임대 시 집주인의 자금조달비용은 이자로 상쇄

된 월세(R)이다.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월세로 세를 놓는 경우 자금

조달비용은 차입이자(q)와 월세미납에 따른 이행비용(x)이다. 월세가 

차입이자와 월세미납에 따른 위험비용보다 작을 경우 집주인은 전세를 

선호하게 된다.

임대료의

성질
전세 임대 월세임대

전세선호 

조건
차입이 

필요 

없는 

경우

임대

소득

전세금 

운용소득(q)

월세순임대소득

(R-x)
q+x>R

차입이 

필요한 

경우

자금

조달비용
월세(R)

차입이자(q)+월세미

납에 따른 위험비용(x)
q+x>R

- :예금이자율, : 대출이자율 , q: 전세금

  

  차입이 필요 없는 집주인들의 경우 예금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월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들이 증가하여 전세 공급은 감소한다. 차입이 필요한 집

주인들의 경우 대출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전세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집주

인들이 감소하여 전세 공급은 감소한다. 

  현실에서 차입 없이 집을 보유하며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집주인

들은 소수다. 대부분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거나 전세를 끼고 집

을 보유한다. 전세금은 차입금으로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되거나 목돈이 

필요한 일에 사용된다. 집주인들은 임대 계약 만료 시 새로운 임대계약

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가 지불한 전세금으로 이전 계약의 전세금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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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채무를 연장한다. 이에 전세 공급은 예금이자율보다는 예금은행 대

출공급과 대출이자율에 더 민감하다. 전세로 임대하던 집주인은 대출이

자율이 하락하여 은행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차입할 수 있게 되면, 은행

에서 차입하여 전세금을 돌려주고 임대계약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금

을 인상하여 임대계약을 하게 된다.  

(2) 전세 수요 결정 요인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는 세입자가 월세 임차보다 전세 임차를 선

호하게 되는 경우와 주택 보유보다 임차를 선호하게 되어 임차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전세 수요는 세입자의 전세와 월

세선호 차이를 야기하는 세입자의 자금조달능력, 예금이자율, 대출이자

율, 주택 경기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차입 없이 전세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세입자의 경우 전세 임차와 월세 

임차 중 전세금에 대한 운용소득이 더 큰 쪽을 선호하게 된다. 전세로 

임차 시 세입자의 전세금 운용 소득은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월세 

임차료이다. 월세 임차 시 전세금 운용소득은 예금은행에 전세금을 예치

하고 얻는 이자소득이다.4) 월세 임차료가 이자소득보다 클 경우 세입자

는 전세를 선호한다. 

  차입하여 전세금을 마련하는 경우 세입자는 전세 임차와 월세 임차 중 

임차비용이 더 작은 쪽을 선호하게 된다. 전세 임차의 경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와 지불해야 월세가 상쇄되므로 임차비용은 

전세금에 대한 대출이자이다. 월세 임차의 경우 임차비용은 월세 임차료

이다. 전세금에 대한 대출이자가 월세 임차료보다 작을 경우 세입자는 

전세를 선호한다. 자금조달능력이 없는 세입자의 경우 선택의 여지없이 

월세 임차를 하게 된다. 

4) 전세금을 운용해서 얻는 소득이므로 다양한 수익을 가정할 수 있지만 다수의 세입자
에게 전세금은 가장 비중이 큰 보유 자산임. 이에 전세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전제하에 은행에 예금하는 경우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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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의

성질
전세 임차 월세임차

전세선호 

조건
차입이 

필요 

없는 

경우

운용

소득
월세(R) 전세금 운용소득(q) q<R

차입이 

필요한 

경우

임차

비용
차입이자(q) 월세(R) q<R

- :예금이자율, : 대출이자율, q: 전세금 

  집주인들과 달리 세입자들은 예금이자율과 대출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월세임차보다 전세임차를 선호하게 된다. 즉 월세가격과 전세가격의 변

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전세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세입자가 전세와 월세 임차형태만 선택하는 경우만을 가정했지만 자금

력 있는 세입자의 경우 임차와 보유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가계금융

시장의 성장으로 차입의 용이해질수록 임차와 보유의 선택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세입자는 집의 보유비용과 임차비용을 비교하여 보유비용이 

클 경우 임차를 결정하게 된다.5) 주택 보유를 결정짓는 요인에 변동이 

생길 경우 임차수요에 변화가 생긴다. 예를 들어 주택시장 침체의 경우 

기대주택가격상승률이 하락하고 주택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주택보유에 따른 리스크가 증가한다. 주택 보유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임

차수요가 증가하고 전세수요가 증가한다.  

5) 주택 보유비용은 이자율, 기대주택가격상승률, 부동산세, 감가상각률, 위험프
리미엄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Poterba(1984), Himmelberg etl (2005)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부동산세율이 높아질 경우 보유비용은 증가한다. 반면 
기대주택가격상승률이 증가할 경우 보유비용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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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계금융시장의 성장 및 탈전세 현상

  김세직․신현송(2012) 전세제도가 한국에서 주된 임대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던 요인으로 금융시장의 미성숙, 급속한 경제성장, 법제도6) 

등을 들고 있다. 이에 금융시장이 성숙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경우 

전세제도는 점진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은행 산업이 미성숙했던 시기 개인들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전세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목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가장 보편적인 가계 금융 공급 채널로

서 기능할 수 있었다.

  금융이 발달하지 않은 많은 국가 중에서도 한국에서만 전세제도가 발

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한국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급격한 산업화에 주

목했다. 급속하게 성장하는 경제에서 소영업자들은 자금을 빌려 투자할 

유인이 컸고, 가격 상승률이 높은 주택시장에서 집을 보유해서 자본이득

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전세로 자금 조달할 유인이 컸다.7)

  또한 전세 금융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법적 장치, 한국 주택 경기 상

황으로 인하여 최소화 되며 전세가 보편적인 임대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집주인은 새로운 임대계약을 통하여 조달한 전세금으로 이전 세

입자에게 반환하여 대출을 연장하는 효과를 얻는다. 전세 가격이 지속적

으로 상승하는 경제에서 집주인의 전세금을 상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

다. 또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도 전세금이 매

매가격에 40~70%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통해 

6)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서울 0.62 0.65 0.73 0.70 0.60 0.59

읍 0.39 0.42 0.53 0.51 0.41 0.41

면 0.22 0.28 0.40 0.40 0.29 0.31

7)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전세제도가 읍,면 단위보다 도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면단위 보다 임
대 중 전세비중이 30%p가량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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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8) 

[그림3]아파트 전세가/매매가 비율

  매매가격은 하락하는데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여 2008년 금융위

기 이후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주택의 담보가치가 하락

하며 집주인이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법적 절차에 들어가도 전세금

을 보전할 수 없는 소위 깡통전세 등이 문제되고 있다. 임차의 경우 세

입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보증금 상환 여부이다. 전세가/매매가 비율

이 높아지며 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할 리스크가 증가는 주택 임대 시장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8)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매각가율(=매각가격/감정가격)은 80~9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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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예금은행 가계금융공급 증가

  2000년대 이후 예금은행 대출공급이 급증하였고 그중에서도 가계대

출공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1999년 예금은행 총대출 규모는 250조였으나 2000년대 초반 대출규

모가 급증하며 2012년은 예금은행 총 대출은 1000조를 넘어섰다. GDP

대비 대출금의 규모를 보면 1990년대 명목GDP대비 예금은행 총대출 

비중은 약40%였으나 2000년 명목GDP대비 예금은행 총대출 비중은 

52%로 증가 2012년 82%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IMF이후 기업 중심 대출에서 가계대출 확대로 예금은행들이 영

업 방향을 바꾸며 예금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급성장9)하였다. 이에 총대

출 중 30%에 미치지 못했던 가계대출의 비중이 2005년에는 50%까지 

증가하였다 현재는 약 40%에 이르고 있다. 

    

[그림4]명목 GDP대비 예금은행 총대출 비중과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

자료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10)

9) 가계대출증가율은 2000년 38%, 2001년 45%, 2002년 4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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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전까지 개인들이 예금은행보다는 전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현재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규모가 전세자금

보다 클 만큼 대출시장이 확대되었다. 전세시장을 통해 공급되는 자금 

규모를 추정하여 예금은행 가계대출금 대비 전세금의 추이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전세금의 규모는 예금은행 가계대출금에 약 

8.25배에 달한다. 2000년 이후 예금은행 가계대출금액의 급격한 증가로 

2010년 가계대출금 대비 전세금 규모는 약 0.7배까지 감소하였다. 

2010년 추정된 전세금 규모는 약 302조이며, 예금은행 가계대출금은 

약 431조이다. 

 

[그림5] 예금은행 가계대출금액 대비 전세금 

주1) 전세금은 임차료 조사 상 평균 전세금에 인구총조사 상 전세가구수를 곱하여  

추정11) 

주2) 평균 전세금 데이터는 2010년부터 존재함. 1990년부터 2005년까지 평균 

전세금은 국민은택 통계 전세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추정 

10) 1998년 이전 데이터는 한국은행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재인용 
11) 2010년부터 인구총조사  표본 10%을 활용한 임차료 조사 상 평균 전세금은 8024

만원이다. 인구총조사상 전세가구는 376만6390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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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택 임대 시장의 변화

 

  2000년대 예금은행 가계대출 공급이 증가와 더불어 1995년 정점을 

찍었던 임대 중 전세비중은 2000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시의 경우 1995년 임대 중 전세비중은 72.8%였으나 2010년 55.8%로 

감소 17%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림6]임대 중 전세 비중(1980-2010)

자료출처: 인구주택총조사

  과거 금융시장이 미성숙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상황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전세가 최적의 선택이었다. 반면 금융환경의 변화 속에

서 전세 공급은 감소할 유인이 크지만 세입자의 경우 여전히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며 세입자와 집주인의 선호의 방향이 배치되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에 임대시장의 변화도 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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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2008 2010 2012 변화
(2006-2012)

저소득층 0.46 0.42 0.39 0.30 -0.16 

중소득층 0.65 0.68 0.60 0.60 -0.05 

고소득층 0.78 0.77 0.81 0.82 0.04 

  세입자를 기준으로 전세의 비중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크며 전세 

비중의 감소는 저소득층에서 빨리 진행되고 있다. 2006년 저소득층의 

임차 중 전세 비중은 46%에서 2012년 30%로 16%포인트 감소하였다. 

반면 고소득층의 임차 중 전세 비중은 2006년 78%에서 2012년 82%

로 4%포인트 증가하였다. 

           

 [표2] 소득 계층별 임차 중 전세비중(2006-2012)

자료출처: 주거실태조사(통계청)

  임대 중 전세비중의 감소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은 지역에서 더 급격

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26개 구 중 전세비중의 감소가 가장 빠른 

지역은 관악구이다. 관악구의 경우 2000년 임대 중 전세비중은 73%에

서 2010년 44%까지 하락하였다. 반면 전세비중 감소가 가장 늦은 지역

은 양천구로 2000년 임대 중 전세비중은 70%에서 2010년 64%로 하

락하였다. 다음은 2000년 대비 2010년 임대 중 전세비중 변화율과 

2003년 대비 2010년12) 매매가격변화율을 함께 나타낸 그래프이다. 

12) 서울시의 경우 구별 매매가격지수 통계는 2003년부터 존재한다. 이에 2003년대비 
2010년 변화율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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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단독주택 0.81 0.73 0.66 0.57 0.51 0.43 0.39

아파트 0.11 0.14 0.19 0.25 0.32 0.38 0.43

[그림7] 서울시 구별 임대 중 전세비중 변화율과 매매가격변화율

자료출처: 인구주택총조사, 국민은행 주택통계

  주택 유형에 따라 임대시장의 변화 속도에 차이가 있다. 서울의 경우 

80%이상의 인구가 단독주택 혹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서울시 거주자 중 단독주택 거

주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9%, 아파트 거주자는 43%이다.

[표3] 서울시 주택유형별 거주 가구 비중

자료출처: 인구총조사

  서울의 경우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남의 집에 사는 가구가 

더 많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는 자가 거주 가구 비중이 20%로 남의 

집에 사는 가구가 4배 가까이 많다. 반면 아파트는 자가 거주 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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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거주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단독
주택 0.41 0.35 0.28 0.27 0.25 0.24 0.21

아파트 0.71 0.70 0.66 0.60 0.59 0.64 0.58

전체 0.45 0.41 0.38 0.40 0.41 0.45 0.41

　 임대 중 전세비중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단독
주택 0.69 0.63 0.65 0.74 0.69 0.55 0.45

아파트 0.85 0.76 0.74 0.73 0.72 0.69 0.72

전체 0.68 0.62 0.65 0.73 0.70 0.60 0.56 

60%을 차지한다. 2000년 이후 임대 중 전세비중의 감소는 임차 거주자

가 많은 단독주택 시장에서 가장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

우 1995년 대비 2010년 임대 중 전세비중이 29%포인트 감소했다. 아

파트시장은 다른 시장보다는 전세 비중의 감소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 서울시 주택유형별 자가 거주 비중과 임대 중 전세비중

자료출처: 인구총조사

  전세 공급 측면에서 매매가격상승률 차이에 따른 전세 공급 유인 차이

로 이러한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 주택보유에 따른 자본이득이 기대될 

때 차입해서 집을 보유할 유인이 크기 때문에 전세의 공급은 매매가격상

승률이 높을 경우 더 크다. 아파트 시장과 단독 주택의 경우 매매가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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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률의 차이는 크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은 아파트 시

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약 30년간 아파트 가격은 5배 가까이 상승

하였지만 단독 주택은 2배에 못 미친다. 전세 공급 유인이 더 작은 단독 

아파트 시장에서 가계대출시장의 확대에 따른 전세 공급 감소가 더 급격

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8] 서울 아파트와 단독주택 매매가격 지수

자료출처: 국민은행 주택 통계

  주택 유형에 따라 거주자의 성향에도 차이가 난다. 아파트 거주자들의 

평균 자산 및 소득 수준이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평균 자산 및 소득 수준

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시장 세입자보다 아파트 시장의 세입자

들은 자금 조달능력이 좋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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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단독주택 및 아파트 거주자들의 평균 경상소득과 평균 자산

    자료출처: 통계청, 가계금융조사(단위:만원)

  나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의 침체로 집보유를 미루는 사

람들이 증가하며 자금력 있는 세입자들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세 공

급 유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 증가와 상충되며 아파트 임대 시

장의 변화는 단독주택 시장보다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림9] 서울 아파트와 단독주택 전세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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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월세전환율 시리즈 구축 

  전월세전환율은 금융으로서 전세의 본질을 규명하고 주택 경기와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를 돕는 결정적 변수이

다. 그러나 전세위주의 임대시장에서 전월세전환율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개념이었고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이에 전월세전환율 통계는 

2001년 처음으로 국민은행이 주택통계의 부속통계로 전월세전환율 통계

를 산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민은행 전월세전환율 통계는 신뢰성

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중단되었고 2013년 이후 한국감정원과 서울시에

서 전월세전환율을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이밖에도 민간 부동산 정보업

체에서도 전월세전환율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전월세전환

율 통계는 표집기간, 표본의 편향성, 표본의 분류 미흡 등의 한계가 있

어 실증분석에 부적합하다.

  본 연구는 부동산 114의 전세 및 월세 가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기

존 통계의 한계를 보완 실증분석이 가능한 10년 간 전월세전환율 시리

즈를 구축하였다.  

 

 1. 전월세전환율 개념

  전세 비중이 감소하면서 보증금을 줄이고 매월 일정 월세를 받는 반전

세가 많아지고 있다. 필요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보증금과 월세

의 다양한 조합의 계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일정액의 월세를 지불한다 할 때, 통용되는 비율이 전월세전환율(r′)이

다. 즉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q)을 월세(R)로 환산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전세 임대 할 수 있는 집을 월세로 임대 할 경우 

매월 50만원의 월세를 지불해야 한다면 일 년 임대료는 600만원이 된

다. 이 경우 전월세전환율(연)은 6%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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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전환율= 전세금임대보증금
월세임대료×

  전세의 본질이 직접금융이라는 점에서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에 대한 

암묵적 이자율이다. 집주인이 1억을 세입자에게 빌리고 이에 대한 이자

는 월세로 임대하였을 경우 받았을 600만원이다. 전세금의 암묵적 이자

율은 6%가 되는 것이다.

[그림10] 전월세전환율 의미

  전월세전환율은 전세와 월세가 무차별해지는 점에서 결정된다. 전월세

전환율은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에서 차이가 있으며 차입 필요에 따라 다

르다. 예를 들어 전세로 자금을 조달하는 집주인의 경우 전월세전환율은 

차입이자율과 월세미납에 따른 이행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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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전월세전환율 데이터의 한계

2.1 국민은행 통계

  국민은행은 가장 먼저 전월세전환율(월세이율) 통계를 작성하였지만 

부동산 통계 선진화 방안(2010.6)에 따른 통계 산출 개편으로 현재 제

공하고 있지 않다. 국민은행 전월세전환율 통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

당지역의 전월세전환율을 설문으로 조사하여 작성하여 전월세전환율의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월세이율 데이터는 공인중개사들에게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월세 가격/전세 가격 비율을 물어 이들 응답을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국

민은행의 주택가격 및 매매가격지수 표본은 86년 조사이후 지속적으로 

개편되어 조사대상이 확대 보완되어 왔다. 그렇지만 보조통계인 월세이

율 통계 산출은 이러한 표본의 전세가격 및 월세가격과 연동되어 산출되

지 않았다. 13) 

  국민은행 전월세전환율 통계는 2001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존

재한다. 2003년 8월 이전에는 4개 권역(서울, 6개 광역시(평균),수도

권, 기타지방)에 대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였고 2003년 8월 이후로는 서

울은 강북, 강남 2개의 권역, 6개 광역시(각각), 경기지역에 대하여 구

분하여 데이터를 공표하였다.

  국민은행 서울지역 월세이율 데이터14)를 보면 전월세전환율은 2001

년에서 2003년까지 약2%포인트 하락한 이후 전월세전환율은 거의 변

동이 없다. 반면 본 연구의 전월세전환율 데이터는 2000년대 중반 전월

세전환율 하락추세를 보이고 2008년 금융 위기시 뚜렷한 상승이 보여 

진다. 반면 국민은행 전세가격지수로부터 전세가격변화율과 본 연구 표

본의 전세가격변화율은 거의 유사하다. 

13)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및 통계 개편 방안 연구(국토해양부)
14) 본연구는 아파트에 국한된 데이터를 보고 있는 반면, 국민은행 전월세전환율은 아파

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포함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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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1] 국민은행 전월세전환율과 본연구의 전월세전환율 및 전세가

격변화율

   

  전월세전환율의 변화는 전세금의 변동과 월세임대료의 변동에 의하여 

결정된다. 보통 월세임대료의 변동성은 전세금의 변동성보다 작다. 월세

금은 실제 주거비용으로 전세금에 비해 경직적이다. 주택시장 침체기라 

하여 많이 떨어지지 않으며, 주택시장 활황기라 하여 전세가격이나 매매

가격처럼 많이 상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세금의 변동이 큰 시기 전월

세전환율은 변동한다. 국민은행과 본 연구 표본의 전세가격 변동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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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음에도 월세이율의 움직임이 차이가 있는 것은 국민은행 월세

이율은 표본의 전세가격 및 월세가격으로부터 추정한 것이 아니라 월세

이율 자체를 설문을 통해 추정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2 한국감정원 통계

      

   국민은행 전월세전환율 통계 작성이 중단되고 한국감정원은 2010년 

6월부터 월별로 서울시의 경우 강북, 강남 2권역으로 구분하여 전월세

전환율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월세전환율 표본은 인

구주택총조사 월세표본에 대하여 층화추출하여 서울시 기준 246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월세금 및 보증금, 전세전환가격(해당주

택을 전세로 임대할 경우 가격)등을 현장조사원이 조사하여 산출한다.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전월세전환율의 가장 큰 특징은 표본의 구성

이 저소득층에 편중되어있다는 것이다.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의 경우 월세가 주된 임차방식이며, 고소득층의 경우 전세가 주된 임차

방식이다. 따라서 월세거주자를 대상으로 구성된 한국감정원의 전월세전

환율 표본은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그림12]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임차 중 월세비중(주거실태조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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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전월세전환율과 한국감정원 전월세전환율을 비교해 보면 한

국감정원의 전월세전환율이 약 2.5%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

다. 이는 전월세전환율의 이자율 성격에 주목할 때 저소득층의 경우 더

욱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13] 한국감정원 발표 전월세전환율

  한국감정원 전월세전환율 통계의 다른 문제점은 표본의 관측치가 작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권역별 통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서울의 경우 강북, 강남 2개의 권역 전월세전환율 통계를 제시한다. 이

질적인 25개구를 지역적으로 2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범주화하고 있

다. 예를 들어 2010년6월부터 2012년 4월까지는 강남의 전월세전환율

이 강북의 전월세전환율보다 높게 나타나며 2012년 5월 이후로는 강북

의 전월세전환율이 강남의 전월세전환율보다 높다. 이러한 한 차이를 야

기한 원인을 강북(14개구), 강남(11개구)에 대하여 분석하여 일반화하

기 어렵다.



27

[그림14]한국 감정원 권역별 전월세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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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서울시 통계

  

  서울시의 경우 2013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지역으로는 5개권역(도심

권, 동남권, 동북권,서남권), 보증금 기준 4개 그룹(1억이하, 1억~2억, 

2억~3억, 3억초과)으로 분류하여 실거래가에 기반하여 전월세전환율 데

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호가에 기반한 데이터는 집주인의 희망가격을 반영하여 매매중개업소

가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 정보를 왜곡할 수 있다

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거래가에 기반한 전월세전환율 도

출은 제약이 많다. 우선 순수 실거래가에 기반한 전월세전환율 산정은 

개념상 있을 수 없다. 전월세전환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한 집에 대하

여 전세로 임대할 경우 전세금과 월세(반전세 포함)로 임대할 경우 보증

금과 월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실거래의 경우 한가지 형태의 계약

정보만 존재한다. 이에 실거래를 반영하더라도 추정치를 사용하게 된다. 

서울시 전월세전환율 통계의 경우 이전 임대계약이 다음 계약에서 월세

(반전세 포함)로 바뀐 경우에 한하여 전월세전환율을 추정한다. 단 전세

금은 해당 지역의 평균 변화율만큼 변동이 있었다고 가정하여 추정한다. 

  또한 실거래가에 기반한 통계 산출의 가장 어려운 점은 표본 확보의 

문제이다. 거래 빈도의 제한 때문에 실거래 표본이 적은데, 서울시 표본 

선정의 경우 이러한 제약은 더욱 강하다. 이에 다른 기관은 월별로 전월

세전환율을 발표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분기별로 전월세전환율을 

제공한다. 

  서울시의 경우 임대 계약 형식이 바뀐 거래만을 표본으로 한다는 점에

서 표본의 편이가 발생한다. 또한 임대계약 형식이 바뀐 경우 전월세전

환율을 무차별한 전세금과 월세의 환산비율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즉, 

이전 계약에서 전세금이 1억이었는데 2년 후 반전세의 형태로 계약했다

면 집주인이나 세입자입장에서 해당기간 전세금의 변화율을 반영한 전세

의 경우보다 월세거래가 더 큰 효용을 주기 때문에 계약방식을 바뀐 것

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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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다른 기관들과는 차별적으로 전세보증금에 따라 그룹을 분류

하여 전월세전환율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이 적을수록 전월세전환

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월세전환율은 서울시기준 전

세금 1억원 이하 주택의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15]서울시 발표 전월세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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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114통계

  민간업체인 부동산 114는 2002년 3분기 이후 서울시 기준 5개 권역

(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대하여 전월세전환율 시리즈를 

제공하고 있다.15) 부동산 114데이터는 호가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를 통

해 산출한 전월세전환율은 집주인 입장에서 희망하는 전월세전환율이라 

볼 수 있다. 

  부동산 114의 전월세전환율은 서울시 아파트에 대하여 2002년 이후

의 호가 아파트 단지별 매매가격 및 전세금, 월세보증금등의 데이터베이

스에 기반 한다. 전월세전환율에 관한 다수의 실증연구들은 이 데이터베

이스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전월세전환율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성이 다른 집단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114의 전월세전환율은 서울시 기준 

5개 권역(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대하여 전월세전환율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  

15) 주기적으로 공표하지 않으며, 부동산 114(REPS)를 통해 전월세전환율 데이터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지다. 기존 전월세전환율 관련 실증 연구는 부동산 114 데이터베
이스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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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연구의 전월세전환율 시리즈

      

3.1 데이터

  부동산 114 서울시 아파트에 대한 호가 데이터베이스의 10년간

(2002년3월~2012년 2월) 전세가격과 월세(반전세 포함)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전월세전환율을 추정하였다.16) 

  2002년 이후로 서울시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움직임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출처: 국민은행 주택통계

16) 아파트는 특수한 형태의 주택유형이다. 다른 유형의 주택보다 동질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까닭에 지역, 브랜드명, 평형 등의 변수로 비교적 용이하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하다. 이에 민간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아파트에 대한 호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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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중반까지 매매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 2008년 이후

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세가격은 2003년에서 2004년을 제외

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0년 이전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

과 전세가격은 동조성을 띠며 움직여 왔지만 2000년 이후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움직임은 동조성이 약해졌다. 1990년대도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의 동조성이 약해진 구간이 있다. 1990년부터 1990년 중반까지 매

매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는데 반하여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전세가격의 상승세는 과거 유례없이 매매가격과 괴

리되어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2002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표본의 관측치는 총 120개월에 대

하여 583,446개 이다. 이 중 매매가격, 전세금, 월세임대료, 보증금 중 

누락된 정보가 있는 관측치, 중복된 관측치17), 이상치를 갖는 관측치를 

제외하였다.18)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는 총 427,864개로, 전년 동월 대

비 변화율에 대한 분석에 사용된 관측치는 총 108개월에 대하여 

343,872개이다.19)

  관측치의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이에 기반한 전

월세전환율의 범위도 넓다. 2012년의 경우, 최소 전세가격은 2000만원

이지만, 최대의 경우 24억 원으로 차이가 20배에 달한다. 매매가격의 

범위는 더 넓어 최소 매매가격은 9750만원에서 최대 매매가격은 67억 

5천만원으로 차이가 67배에 달한다. 전월세전환율의 최대치와 최소치 

차이도 무려 20%포인트에 달한다.  

17) 부동산 114는 단지별 평형대에 따라 가격정보를 수집한다. 이 중 동일 단지 동일 
평형에 대하여 중복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제외하였다.

18) 전월세전환율이 연간 기준 3%이하, 30%이상인 표본들을 제외하였다. 
19) 2002년 표본크기가 작아 부동산 114는 2002년 3분기 이후부터 전월세전환율 정

보를 제공하지만, 2002년 3월부터 표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2002년 3분기 
이후 표본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차이가 없어 가능한 긴 시계열 분석 결과를 인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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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
(단위: 백만원)

 매매가격

(단위: 백만원)

전월세

전환율 관측치　

　 중앙
값

최대
값

최소
값

중앙
값

최대
값

최소
값

최대
값

최소
값

2002 155 1100 22.55 260　 2100 56.5 0.24 0.05 10370

2003 150 1100 22.55 290 2250 56.5 0.27 0.04 24488

2004 145 1525 22.55 290 3650 55 0.29 0.04 33753

2005 142.5 1725 22.55 295 4150 55 0.27 0.04 39626

2006 155 2150 17.5 325 5100 55 0.24 0.04 46873

2007 165 2150 22.5 392.5 5100 58.5 0.21 0.04 46309

2008 180 2150 22.5 440 5350 73.5 0.28 0.04 44139

2009 180 2200 20 440 5250 80 0.24 0.04 50059

2010 195 2400 20 445 6750 90 0.24 0.03 58442

2011 225 2400 20 440 6750 90 0.24 0.03 63112

2012 235 2400 20 432.5 6750 97.5 0.24 0.03 1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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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매매가격 및 전세가/매매가비율에 따른 그룹 분류

  전월세전환율은 집주인의 차입가능성, 차입이자율, 자금조달필요성과 

세입자의 자금조달능력, 차입이자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실제로 전

월세전환율 데이터를 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2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며  다양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이상적인 분석은 집소유주와 임차인의 경제적 

특성(소득, 부채상황, 자산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호가 데이터

에는 개별 주체의 특성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없다. 그러나 간접적으

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특성이 반영되는 변수들이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

가/매매가 비율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특성이 반영된 변수라 볼 수 있다. 

이에 매매가격과 전세가/매매가 비율을 기준으로 전월세전환율 그룹을 

분류하였다.  

(1) 매매가격에 따른 그룹 분류의 의미

  개인에게 보유주택은 총자산의 60~70%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며 

보유한 집의 매매가격은 집주인 자산 및 소득 수준에 비례한다. 임차거

주자에게 전세보증금은 자산의 50~60%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다. 임

차한 집의 전세가격은 세입자의 자산 및 소득 수준에 비례한다.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수도권 아파트 자가거주자를 보유주택가격에 따라 10개 그룹으로 나

누었다. 자가 거주자 중 1분위에 해당하는 그룹의 평균 아파트가격은 1

억1217만원으로 평균 자산은 1억9106만원인 반면 10분위에 해당하는 

그룹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9억7천238만원으로 평균 자산은 20억 

20)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 금융감독원의 가계신용조사, 한국은행
의 가구패널조사를 통합하여 2010년 이후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2012년 가계금융
복지조사는 19,744가구를 대상으로 가구구성, 자산 및 금융자산운용계획, 부채 및 부

채상환능력, 소득 및 지출 등 150여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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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만원이다. 보유 주택가격은 자산 및 소득과 비례한다. 다음은 자가

거주자의 주택가격 기준 10개 그룹의 자산, 소득, 부채, 연간 이자 비용 

등의 평균값을 정리한 표이다. 

[표6] 보유 주택 가격 기준 그룹별 자산, 소득, 부채 등 현황

그
룹

주택
가격 자산 소득

주택
가격

/
자산

금융
자산

/
자산

부채
부채

/
자산

주택
담보
대출

/
부채

연간
이자
비용/
부채

1 11,217 19,106  3,512 0.73 0.15  3,895 0.28 0.69 0.061

2 15,893 25,394  4,194 0.72 0.15  5,632 0.29 0.69 0.063

3 19,492 33,501  4,718 0.71 0.15  6,617 0.24 0.64 0.063

4 23,460 37,802  5,064 0.73 0.14  6,683 0.25 0.61 0.057

5 26,590  50,455  5,877 0.68 0.15  8,405 0.25 0.59 0.058

6 29,885  54,894  6,473 0.68 0.15  9,891 0.24 0.69 0.057

7 33,860  62,142  7,534 0.68 0.16 11,794 0.25 0.57 0.057

8 39,575  72,759  6,529 0.67 0.14 12,589 0.24 0.52 0.055

9 50,111 103,871  8,857 0.61 0.16 18,037 0.23 0.44 0.056

10 97,238 203,852 11,800 0.64 0.13 27,350 0.18 0.42 0.055

 - 주택가격, 자산, 소득, 부채, 연간이자비용의 단위는 만원

 - 주택 담보대출, 부채/자산, 담보대출(거주아파트)/부채, 연간이자비율/부채는 부채 보

유가구의 평균임 

  수도권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21)를 대상으로 전세금에 

따라 10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소득 및 자산수준을 살펴보았다.22) 1분위

21) 지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타 5개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입주형태에 대하여서
도 5가지(자기집,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사글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기타)
의 범주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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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그룹의 평균 전세금은 3,792만원이고, 평균 자산은 1억 1

천298만원이다. 반면 10분위에 해당하는 그룹의 평균 전세금은 4억

4186만원, 자산은 13억 2천290만원이며 평균 소득의 차이도 4배 이상

에 달한다. 전세금은 자산 및 소득과 비례한다.  

  아래표는 전세금 기준 그룹별로 자산, 소득, 자산대비 전세금 비율, 자

산대비 금융자산 비율, 부채, 자산대비 부채비율, 금융 부채 대비 연간 

이자 비용에 대한 평균값을 정리한 것이다.

[표7] 전세금 기준 그룹별 자산, 소득, 부채 등 현황

그룹 전세금 자산 소득
전세금

/
자산

금융
자산

/
자산

부채
부채

/
자산

연간
이자비

용/
금융부

채

1  3,792  11,298 2,702 0.60 0.82 2,660 0.44 0.066
2  7,275  21,129 3,751 0.60 0.77 4,171 0.25 0.066
3  9,374  25,552 4,561 0.54 0.78 5,678 0.24 0.065
4 11,495  24,671 4,498 0.64 0.82 5,071 0.30 0.059
5 13,405  44,180 5,736 0.50 0.69 10,318 0.25 0.056
6 15,835  43,837 6,706 0.54 0.74 8,665 0.22 0.059
7 18,374  64,164 6,799 0.48 0.65 14,736 0.24 0.055
8 21,257  67,469 6,686 0.50 0.65 13,373 0.22 0.056
9 27,157  77,758 9,511 0.49 0.67 15,641 0.20 0.059
10 44,188 132,390 11,851 0.46 0.62 23,819 0.21 0.059

- 전세보증금, 자산, 소득, 부채, 연간이자비용의 단위는 만원

- 부채/자산, 담보대출(거주아파트)/부채, 연간이자비율/부채는 부채가 0인 가구는 제외

하고 구한 평균임

22) 10개의 그룹으로 나눌 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시한 가중치를 참조하였다. 가계
금융복지조사는 표본 추출 특성에 따라 작성된 가중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48%, 비수도권은 52%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권 중 
아파트는 48%, 아파트 거주자중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28%, 자기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28%에 달한다. 표본 중 수도권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951가구인
데, 모집단에 대한 가구별 가중치를 아파트 전세 거주자에 대한 가중치로 환산하여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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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자산 소득 이자비용/금융부채

그룹 세입자 자가거주 세입자 자가거주 세입자 자가거주

1 11,298 19,106 2,702 3,512 0.066 0.061

2 21,129 25,394 3,751 4,194 0.066 0.063

3 25,552 33,501 4,561 4,718 0.065 0.063

4 24,671 37,802 4,498 5,064 0.059 0.057

5 44,180 50,455 5,736 5,877 0.056 0.058

6 43,837 54,894 6,706 6,473 0.059 0.057

7 64,164 62,142 6,799 7,534 0.055 0.057

8 67,469 72,759 6,686 6,529 0.056 0.055

9 77,758 103,871 9,511 8,857 0.059 0.056

10 132,390 203,852 11,851 11,800 0.059 0.055

  자산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입비용과 차입기관에 차이가 난다. 차입비

용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수준이 낮은 그룹의 차입비용이 더 높게 나타나

고 있다. 

  다음은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 집주인의 경우 매매가격에 따라 10개 

그룹을 분류하고 자산, 소득, 이자비용/금융부채를 함께 정리한 표이다. 

차입비용을 보면 전세금 및 보유주택가격이 낮은 그룹의 경우 금융부채 

대비 연간이자지급액의 비율이 다른 그룹보다 높다. 

[표8] 세입자와 자가거주자 그룹별 자산, 소득, 이자비용

   

  차입기관의 경우 자산 및 소득수준이 낮은 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은행

을 통한 차입이 제한적이다. 자산 1분위 계층은 담보 대출 중 은행에서 

차입은 54%에 머무르지만 자산 5분위의 경우 약 83%에 달한다.(2012

년 기준) 반면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를 제외한 기타금융기관에서 차

입은 자산1분위 계층의 경우 20%에 달하지만, 자산 5분위의 경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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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중

 은행대출비중

신용대출 중 

기타기관대출 비중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소득1분위 11.9 42.2 29.7 79.8 44.3 47.3

소득2분위 43.9 48.9 50.3 36.3 35.6 33.1

소득3분위 44.7 48.5 52.5 27.9 23.6 25.1

소득4분위 61.8 64.0 58.1 20.9 18.3 26.3

소득5분위 75.2 72.2 74.9 14.2 13.9 11.7

전체 55.3 61.4 62.1 29 21.2 21.7

2%에 그친다. 

[표9] 자산 5분위별 금융기관별 담보대출비중

담보대출중 

은행담보대출 비중

담보대출중 

기타기관 담보대출 비중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자산1분위 40.9 54.0 62.0 25.5 20.2 12.9

자산2분위 62.1 62.3 60.9 8.2 8.7 9.5

자산3분위 72.4 70.1 74.5 4.2 3.8 4.7

자산4분위 76.0 79.3 76.1 3.3 3.8 4.7

자산5분위 83.5 82.9 80.0 1.6 1.8 1.5

전체 79.2 79.2 77.1 2.9 3.1 3.3

자료출처: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분위별 신용대출 양상을 보면 소득 1분위 계층은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하기보다는 기타 금융기관에서 차입 비중이 더 높다. 반면 소득 

5분위 계층은 은행에서 차입이 기타기관을 통한 차입보다 5배 이상 높

다.  

[표10] 소득 5분위별 금융기관별 신용대출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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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담보대출의 경우 자산이 큰 계층은 거의 은행을 통해 차입

을 하는 반면  자산이 적은 계층은 아직 대출의 46%(2012년 기준)를 

은행이 아닌 기관에서 차입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 아닌 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이 커지는데 이러한 증가폭은 소득이 적은 계층에 더욱 뚜렷하

게 나타난다.

  자산 및 소득 수준에 따라 개인의 신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차입기관과 차입비용이 찾아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CB자료를 활용하

여 분석한 한국금융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에 따라 차입기관

의 차이가 크다. 신용등급 1~2등급에 속하는 그룹의 은행차입의 비중과 

5~6등급에 속하는 그룹 은행차입비중의 차이는 30%포인트에 이른다. 

[표11] 신용등급별 대출 중 은행 차입 비중(대출 잔액 기준)

신용
등급 1 2 3 4 5 6 7 8 9 10

신용
대출 92.7 86.4 81.3 75.1 63.7 52 42.9 43.3 45.3 49.4

담보
대출 87.8 76.8 69.1 61.8 55.4 51.3 44.8 34.2 28.5 26.8

구성비 9.2 14.6 16.7 15.3 15.9 12.5 7.8 5.2 1.8 1.1

 자료출처: 한국금융연구원23)

23) 고객 신용도와 금융회사의 가계신용 공급연구(이건범,김우진 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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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연체의 가능성이 낮은 집단이며,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연체 중이거나 연체경험이 있어 연체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

  

  개인의 신용은 소득 및 자산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 및 자산수준

에 따라 주거 여건도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자산과 소득의 대리변수

(proxy)로 매매가격과 전세금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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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가/매매가에 따른 그룹 분류의 의미 

  향후 집값이 많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는 경우 여유자금이 없더라도 

차입을 해서 집을 보유할 유인이 커진다. 반면 보유하는 집의 가격이 크

게 변하지 않을 꺼라 생각하는 경우 이자비용을 부담하며 차입을 하여 

집을 보유할 유인은 작아진다. 이에 집주인이 수용하는 차입이자율은 기

대매매가격상승률이 높은 집인가 낮은 집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기대매매가격상승률은 관측가능한 지표가 아니다. 김세직·신현송

(2012)에 따를 때 전세가/매매가 비율은 기대매매가격상승률에 반비례

한다.24)25) 이에 기대매매가격 상승률의 대리변수(proxy)로 전세가/매

매가 비율을 사용한다.

  표본을 전세가/매매가 비율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낮은 그룹에 속한 아파트들의 대부분은 입주가 30년 이상이 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다.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는 전세가/매매가 비율

이 10%도 되지 않는 아파트들도 있다. 재개발아파트들은 건축기간이 오

래되어 주거환경은 열악한 편이다. 따라서 임대비용은 낮고 기대가격상

승률이 반영되어 매매가격은 높아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분석기간 동안 집 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전세 매매비율이 가장 낮은 

그룹은 주택 경기 호황시 상승률이 가장 크고, 경기 침체시 하락률이 가

장 크다. 반면 전세 매매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주택 경기 호황시 가

장 늦게 집 값 상승이 일어나고 주택 경기 침체시 하락률이 가장 낮다. 

 전세가격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그룹에 따른 전세가격 변화율의 차이는 

24) 







    

- q: 전세금, p: 매매가격, r: 이자율
25) 주택 보유비용과 임대비용의 재정균형식에 의할 때 임대료/매매가 비율은 기대매매

가격상승률과 음의 관계를 갖음(Poterba,1984, Himmelberg etl(2005)) 이에 기반
하여 다수의 연구들은 전세가/매매가 비율은 기대매매가격상승률과 음의 관계를 갖는
다고 보고 있음(손재영 외 2011,홍기석,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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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다. 즉 전세가/매매가 비율의 차이는 매매가격 움직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16] 전세가/매매가 기준 그룹별 매매가격 변화율과 전세가격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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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매매가

           기준

매매가격
기준　

하위 
25%미만 

그룹
[L(low)]

하위 
25%이상
~50%
그룹
[2]

중위 
50%이상
~상위25
%그룹
[3]

상위 25% 
이상
그룹

[H(high)]

하위 25% 미만 그룹 
[C(Cheap)] CL C2 C3 CH

하위 25%이상~50% 
그룹
[2]

2L 22 23 2H

중위50%이상~상위 
25%
[3]

3L 32 33 3H

상위 25% 이상 그룹 
[E(Expensive)] EL E2 E3 EH

3.3 그룹별 전월세전환율 시리즈

(1) 그룹 분류

  먼저 매매가격 기준으로 4개 그룹(C(Cheap),2,3,E(Expensive)을 분

류하였다. 그리고 매매가격으로 분류된 그룹 안에서 전세가/매매가 비율

을 기준으로 다시 4개 그룹(L(Low),2,3,H(High))으로 나누어 총 16개 

그룹에 대한 전월세전환율 시리즈를 구축하였다.26) 

   예를 들어 2L그룹은 매매가격 기준 하위 25%에서 중위50%에 속하

며 전세가/매매가격 기준 하위 25%에 속하는 관측치로 구성된 그룹이

다. 

26) 매매가격과 전세가/매매가 비율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매매가격이 비싼 그룹의 경
우 전세가/매매가 비율은 다른 그룹보다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에 매매가격에 따른 차이와 전세가/매매가 비율 차이에 따른 차이를 식별하기 위해 
매매가격 기준으로 그룹을 분류하고 그룹안에서 전세가/매매가 비율을 재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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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매매가격(단위:만원) 평균  전세가/매매가

　 Low 2 3 High Low 2 3 High
C

heap 18,475 18,687 18,434  16,642 0.44 0.55 0.60 0.69

2 31,333 31,044 29,711 28,113 0.41 0.50 0.54 0.61
3 57,216 53,782 51,135 48,465 0.31 0.42 0.47 0.53
E

xpensive 132,327 129,392 135,957 118,657 0.25 0.34 0.40 0.47

 그룹은 매월 표본을 매매가격과 전세가/매매가비율에 따라 분류하여 구

성하였다. 따라서 동일 아파트가 시점에 따라 다른 그룹에 포함되는 경

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지역적 호재 등으로 특정시점 이후 매매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아파트의 경우 오르기 전 집을 보유하는 집주인의 특성과 

매매가격이 오른 후 집을 보유한 집주인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 전월세

전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아파트의 특성이 아니라 그 집을 보유하고 임차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다. 이에 매 시점 관측치를 분류하여 그룹을 구성

하였다.

(2) 그룹별 전월세전환율 시리즈 요약

  16개 그룹의 평균 매매가격, 전세가/매매비율은 다음과 같다.  

   

   분석기간(2002년3월~2012년 2월)동안 그룹별 전월세전환율 시리즈

의 특성값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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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20) Mean Min Max
Std.

Dev

Skewnes

s

Excess

Kurtosi

s

전월세전환율

(전체평균)
0.091 0.105 0.075 0.0076 -0.29 -0.79

C/L 전월세전환율 0.106 0.090 0.119 0.0084 -0.16 -1.31 

C/2 전월세전환율 0.096 0.077 0.112 0.0084 -0.70 -0.22 

C/3 전월세전환율 0.094 0.075 0.105 0.0080 -0.68 -0.25 

C/H전월세전환율 0.093 0.073 0.104 0.0073 -0.99 0.54 

2/L 전월세전환율 0.097 0.080 0.109 0.0078 -0.34 -0.90 

2/2 전월세전환율 0.093 0.075 0.109 0.0092 -0.03 -1.13 

2/3 전월세전환율 0.090 0.071 0.104 0.0091 -0.25 -0.88 

2/H 전월세전환율 0.089 0.068 0.103 0.0090 -0.65 -0.16 

3/L 전월세전환율 0.092 0.079 0.104 0.0060 -0.19 -0.80 

3/2 전월세전환율 0.090 0.075 0.105 0.0077 -0.03 -1.17 

3/3 전월세전환율 0.088 0.073 0.106 0.0087 0.14 -0.98 

3/H 전월세전환율 0.088 0.070 0.103 0.0081 -0.48 -0.40 

E/L 전월세전환율 0.088 0.076 0.110 0.0071 0.36 -0.60 

E/2 전월세전환율 0.085 0.073 0.103 0.0071 0.34 -1.03 

E/3 전월세전환율 0.088 0.075 0.105 0.0076 0.18 -1.11 

E/H전월세전환율 0.088 0.071 0.105 0.0085 0.07 -0.42 

    다음은 그룹별 전월세전환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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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그룹 별 전월세전환율 시리즈

- C: 매매가격 기준 하위 25%그룹,  2: 매매가격 기준 하위 25%~중위50% , 

3: 매매가격 기준 중위50%~상위25% H: 매매가격 기준 상위25%그룹

- L: 전세가/매매가 기준 하위 25%그룹,  2: 전세가/매매가 기준 하위 25%~

중위50%, 3: 전세가/매매가 기준 중위50%~상위25% H: 전세가/매매가 기

준 상위25%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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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실증분석

1. 기존 연구

 

(1) 이론적 연구

  초기 연구들은 전세 위주의 임대시장에서 임대료를 추정하며 암묵적 

임대료는 전세금 및 보증금의 운용 수익이라 가정하였다. 이에 전월세전

환율을 대체 자산의 수익률로서 이해했으며 손재영 외(2000), 이현석

(2001)은 전월세전환율을 시장이자율로 김정호 등(1989)은 주식수익률

로 보았다.

  이창무외(2002) 연구 이후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창무외(2002,2012a)는 전월세전환율이 시장이자율보다 

지속적으로 높고 지역,주택 유형별로 상이한 수준으로 형성된 것을 볼 

때 전월세전환율을 금융시장의 이자율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전세금 및 보증금의 레버리지(leverage)기능에 주목하여 

보증금 비율에 상관없이 임대인에게 기대총수익률이 동일해야 한다고 보

고 전월세전환율이 주택투자에 요구되는 직접투자금액에 대한 기대총수

익률이라고 보았다.27) 최창규·지규현(2007)은 보증금 외 추가적인 차

입을 고려하여 전월세전환율은 자기자본에 대한 기대총수익률과 대출금

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다.28) 

  이후 다수의 연구들은 레버리지 가설에 기반 하되 보증금 비율에 상관

없이 전월세전환율이 동일하다는 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증금 비율에 

따라 자본차익과 월세미납의 위험리스크가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27) 기대총수익률 
· (R:월세×12, S:보증금, P: 구입가격),

28) 
··

 (R:연세, D: 대출금액, r: 대출이자율, P: 주택가격, a: 주택

가격상승률)
    R=-k(S+D)+rD+P(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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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 보증금 비율이 높아질수록 자기자본 기대수

익률이 증가함과 동시에 자본소득에 대한 비중 증가에 따라 위험도가 증

가 보증금 비율이 높을수록 전월세전환율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

창무 외(2003), 임재만(2009,2011), 이창무(2012a)) 반대로 월세미납 

위험 프리미엄은 보증금 비율이 증가할수록 월세미납 위험도가 감소 전

월세전환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재우 외 (2005), 이용만(2012), 

류강민 외(2013))  레버리지 가설은  전세금을 주택 구입 자본금으로서 

무이자 부채로 보고 있다. 

  최근 투자론의 관점의 연구들은 보증금 비율에 따라 기대수익과 위험

도가 달라진다고 보고 보증금 비중에 따른 기대수익과 위험도의 투자 기

회선을 도출하여 투자자의 위험선호도에 의해 최적의 보증금 비중을 도

출하고 있다. 이창무(2012b)는 전월세전환율은 무위험차입이자율, 민성

훈(2013)은 전월세전환율은 자본조달비용과 임대보증의 합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

  레버리지 효과와 투자론의 경우 보증금 비율에 따라 기대수익과 위험

도가 다르다고 가정한다. 월세의 경우는 자기자본 100%에 의한 투자인 

반면 보증금의 비중이 증가할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커진다는 것이다. 그

러나 순수 월세의 경우도 차입이 존재할 수 있다. 차입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때 집주인은 전세로 자금을 조달할지 은

행에서 차입을 할지를 결정하여 임대방식을 선택하며 이는 차입방법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지 차입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순수 월

세는 차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로부터 차입이 없

다는 것이다. 이에 보증금 비율에 따라 기대수익 차이를 설명하는 접근

법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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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적 연구

  전월세전환율 실증연구는 데이터 표집의 문제로 인하여 주로 오피스텔

과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 대상으로 횡단면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오피스텔 전월세전환율의 연구로 손재영,김경환(2000)은 도심,마포-

여의도, 강남 테헤란로의 3개 오피스 밀집 권역의 전월세전환율을 분석 

전월세전환율이 오피스 입지지역 그리고 전세금 수준에 영향을 받음을 

실증 분석하였다. 최막중, 방제익(2002)은 도심, 여의도, 강남의 오피스

텔의 전월세전환율을 전월세전환율이 임차주체, 건물 연령 건물 규모 등

에 따라 다르게 형성됨을 분석하였다. 특히 건물주의 자금동원력이 클수

록 전월세전환율이 낮다는 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연구로 이창무 외(2009)는 강남구,노원구의 전

월세전환율 패널데이터로(2002년3분기~2007년 4분기) 전월세전환율을 

분석 이자율보다는 기대가격상승률, 자본환원율(연세/매매가격)에 영향

을 받는다 분석하였다. 지규현,최창규(2010)은 시기별 하부시장별로 다

양한 전월세전환율이 존재하지만 보증금 비율에 따른 위험프리미엄을 확

인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류강민 외(2013)은 월세 미납의 위험이 반

영되어 연세 대비 보증금 비율이 낮을 경우 전월세전환율이 높게 나타난

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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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의 4가지 특징 및 해석

 

2.1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의 4가지 특징

  전월세전환율 움직임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하락추세이다. 2002

년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약 10%에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금융 위기 직후 전월세전환율이 급상승하였다 다시 하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2년 대비 2012년 전월세전환율은 약 3%

포인트 하락하였다. 

[그림18] 서울 아파트 10년간 전월세전환율 추이(2002.3~2012.2)

   

  서울시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전세가/매매가 비율 기준으로 분류한 16

개 그룹의  10년 간 전월세전환율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발견한 특징은 

크게 4가지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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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전월세전환율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과 밀접하게 움직인다. 

특히 매매가격이 비싼 그룹일수록 전월세전환율이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자율과 비슷한 변동폭으로 상승과 하락을 하며 움직인다.

  둘째,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 하락 시기 전월세전환율은 대체로 비

슷한 변동폭으로 하락하지만, 가계대출이자율 상승 시기 전월세전환율 

변동은 가계대출이자율 변동에 비탄력적이다. 또한 가계대출이자율 변동

에 무관하게 전월세전환율이 변동하는 기간이 있다.

  셋째, 전월세전환율은 매매가격이 쌀수록 높으며, 매매가격이 가장 싼  

그룹의 전월세전환율은 변동이 가장 작다.

  넷째,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낮을수록 높으며, 전세가/  

매매가 비율이 가장 낮은 그룹의 전월세전환율 변동이 가장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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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과 전월세전환율

  차입이 필요한 집주인에게 전세와 월세가 무차별해지는 전월세전환율

은 전세 임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의 비용과 자금을 은행에서 차입하

고 집은 월세로 놓는 경우의 비용이 동일해지는 점에서 결정된다.29) 이

에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은행에서 차입시 대출이자율과 월세징수비

용에 의해 결정된다.

  다음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과 매매가격 

기준 그룹별 전월세전환율을 두 개의 축으로 함께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19] 매매가격 기준 그룹별 전월세전환율과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

29) R(r′q)=rq+x, R: 월세임대료, q:전세금, r: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 월세
징수비용(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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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과 전월세전환율이 매우 밀접하게 함께 움직

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년 동안 전월세전환율은 예금은행 가계대

출이자율보다 평균 2%포인트~3%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상승과 하락을 

하며 움직이고 있다. 특히 매매가격이 비싼 그룹일수록 전월세전환율이 

가계대출이자율과 비슷한 변동폭으로 상승과 하락을 하며 움직이고 있

다.30) 

  은행에서 차입이 어려워 제2금융권에서 차입해야 하는 집주인의 전월

세전환율은 제2금융권 대출이자율과 월세징수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전

월세전환율은 전세가 대체하는 금융시장의 대출이자율과 밀접하게 움직

인다. 

  예금은행을 통한 가계대출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시기 전월세전환율은 

사채이자율에 근접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Falin(1980)은 한국 주택시장 

임대료를 추정하며 1976년 전월세전환율을 사채이자율 수준인 월 

3.6%, 연 38.4%로 추정하였다.31) IMF금융 위기이후 경기가 위축되었

던 1998년은 월2%, 연24%에 달하는 전월세전환율이 일반적으로 여겨

졌다.32)

  2000년대 초반 전월세전환율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와 더욱 

가까웠지만 2000년대 중반이후 전월세전환율은 예금은행 대출이자율에 

더 가깝다. 이는 예금은행 가계대출공급이 급증하며 예금은행의 가계대

출시장과 전세시장의 대체성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30)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과 전월세전환율의 관계를 시계열적 특성에 기반
하여 공적분 관계를 검정하였다. 매매가격 및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비율 기
준으로 분류한 16개 그룹의 경우, 매매가격이 낮은 4개의 그룹을 제외한 모
든 그룹은 공적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적분 벡터를 스프레드로 제약
할 경우 매매가격이 가장 높은 그룹의 전월세전환율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자율과 공적분 관계가 검정된다. [부록1]   
31) 김경환(1990)도 1982년 전월세전환율을 당시 사채이자율인 30%로 간주 

주택 임대료를 계산하였다.
32) 매일경제, 1999년 5월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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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0] 전월세전환율과 금융기관별 대출금리

                자료출처: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가계대출이자율의 변동에 의해 전월세전환율이 변동하게 되는 메커니

즘은 다음과 같다. 은행을 통한 차입이 용이한 집주인은 예금은행 가계

대출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전세 차입 비용이 낮아지게 전세금을 인상할 

유인이 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한다면 월세로 임대 후 낮

아진 금리로 은행에서 차입을 하게 되고 전세 임차를 유지하려는 세입자

는 전세금을 인상해 주게 된다.

  가계대출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정책금리 인상과 함께 은행의 대출규

제33)정책이 동시에 행해진다. 은행차입에 제한이 생기고 은행차입 비용

이 증가하면 전세로 자금 조달할 유인이 증가한다. 전세공급이 증가하여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전월세전환율은 상승한다. 

  2000년대 중반은 전세시장과 예금은행 가계금융 시장 대체성이 증가

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예금은행의 전세시장 대체는 집주인의 특성(신

용)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매가격이 싼 집의 집주인들은 다른 

33)  2006. 11.15 6억 초과 대출 DTI규제(40%) 수도권 전역 확대
    2007.1.11, 투가지역 주택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55

그룹의 집주인들보다 차입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살펴 보았

듯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를 때 2012년 기준 고소득층의 담보대출 중 

은행 차입 비중은 83%에 달하는 반면 저소득층의 담보대출 중 은행 차

입 비중은 54%에 그치고 있다. 매매가격이 싼 집의 집주인에게 예금은

행 가계금융 공급 증가에 따른 은행 차입 증가 및 차입 기회 증대 효과

는 작고 늦게 일어난 것 이다. 

  2000년대 중반 매매가격 하위 25% 그룹의 전월세전환율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 변동에 다른 그룹의 전월세전환율 보다 비탄력적으로 움

직인다. 은행차입이 제한적인 집주인은 가계대출이자율이 하락하였다고 

하여도 하락한 이자율로 은행에서 차입이 어렵다. 이에 전세금을 인상하

더라도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작다. 

  2008년 이후 전월세전환율의 그룹별 차이가 작아지고 있다. 2008년 

이후 매매가격 하위 25%미만 그룹의 전월세전환율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매매가격 상위 25%이상 그룹의 전월세전환율 하락치가 

가장 작다. 

[그림21] 기간별 매매가격 기준 그룹별 전월세전환율 하락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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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과 전월세전환율의 비대칭성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형태의 금융의 

암묵적 이자율이다. 전월세전환율 움직임에 주택시장의 특성과 변동요인

이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과 매매가격 기준 상위 25%그룹의 

전월세전환율을 두 개의 축으로 함께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계대출금리 

인하시기 전월세전환율은 비슷한 변동폭으로 하락하는 반면 가계대출이

자율 상승시기 가계대출이자율 변동에 전월세전환율 변동은 비탄력적이

다.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의 움직임에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또한 전월세전환율이 가계대출이자율 변동에 무관하게 변동하는 기간이 

있다. 34)  

 

[그림22] 예금은행 가계대출금리와 매매가격기준 상위25%그룹의 전월
세전환율

34) 앞 절에서 매매가격이 비싼 그룹의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의 공적
분 관계를 검정하였다. 나아가 비선형(non-linear)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지 마코브국면 오차수정모형[부록3]을 통해 확인하였다. 마코브 국면 전환 
오차수정모형을 통해 2개의 국면으로 추정했을 때, 그래프에 박스로 표시한 
구간이 하나의 국면으로 추정된다.



57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과 월세임대료가 변동에 의하여 변화한다. 월세

임대료의 변동성보다 전세금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월세전환율은 주

로 전세금 변동에 의해 변동한다. 전월세전환율이 하락하는 시기는 전세

금 상승이 큰 시기이며, 전월세전환율이 상승하는 시기는 전세금이 하락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전세 가격의 변동을 보면 전세가격 상승시기 변동폭에 비해 하락 시

기 변동폭이 작다. IMF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하락 시기 전세가격

의 전년동월대비 하락률은 10%미만인 반면 상승시기 전세가격의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의 변동폭은 하락률의 변동폭보다 크다. 이러한 전세가

격의 변동성의 특징 때문에 전월세전환율은 상승시기 변동폭이 작으며 

가계대출 변동에 대한 전월세전환율의 탄력성에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23] 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변화율(서울 아파트)

 

자료출처: 국민은행 주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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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은 대체로 함께 움직이지만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괴리되는 기간이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주택 임대를 매개로 하

는 까닭에 대출비용 뿐 아니라 주택 시장에 대한 예상, 주택 공급량 등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 박스는 가계대출이자율은 하락하는 시기임에도 전월세전환율

은 상승하여 평균보다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의 스프레드가 큰 

시기이다. 2004년 가계대출이자율 하락시기임에도 전월세전환율은 상승

하고 있다. 2000년 초반 지속적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의 공급 증가

가 누적되며 전세 초과 공급이 발생하며 세입자를 찾기 힘들어 전세금이 

내려갔고 전월세전환율은 상승하였다. 

                             

[그림24] 전세수급지수

 자료출처: 국민은행 주택통계

주)전세수급지수는 부동산공인중개사들에게 설문을 통해 전세공급상황을 공급

부족, 적절, 공급충족으로 질문 100을 중심으로 부족하다는 답변 비중을 더

하고, 충분하다는 답변을 뺀 지수임. 0~200범위,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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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박스는 가계대출이자율은 상승하지만 전월세전환율은 소폭 상

승하여 평균보다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의 스프레드가 작은 시

기이다.  2007년 가계대출 금리 상승시기인 동시에 투기지역 부동산 규

제가 강화된 시기이다.35) 규제가 시행된 시점에서 시장에 가져올 변화

가 불확실하므로 거래가 줄고,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다. 이에 해당시기 

전월세전환율의 변동이 적다. 

  세 번째 박스는 가계대출이자율은 상승하지만 전월세전환율은 하락하

여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의 스프레드가 작은 시기이다.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전월세전환율의 하락은 저금리기조와 더불어 

주택시장침체에 기인한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매매가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보유를 미루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전세 

초과 수요가 지속되며 전세금이 상승하며 전월세전환율이 하락하고 있다.

[그림25] 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변화율(서울 아파트)

35)  2006.11.15. 부동산 안정화대책, LTV,DTI 규제 강화
    2007.1. 11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청약가점제 시행,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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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매매가격에 따른 전월세전환율

 

  소득 및 자산수준에 따른 신용리스크 차이로 개인들의 차입비용엔 차

이가 존재한다. 전세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도 신용리스크가 반영되

어 거래당사자들의 소득 및 자산수준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이 다르게 결

정된다. 집주인의 소득 및 자산의 대리변수(proxy)로서 매매가격에 따

라 분류한 그룹별 전월세전환율의 특징은 매매가격이 싼 그룹의 전월세

전환율일수록 높고, 매매가격이 가장 싼 그룹의 변동성이 가장 작다는 

것이다. 

  아래 그래프는 매매가격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2002년부

터 2012년까지 전월세전환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26] 매매가격 기준 그룹별 전월세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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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위에서 움직이는 굵은 선은 매매가격이 가장 싼 그룹의 전월세전

환율이며 점선은 매매가격이 가장 비싼 그룹의 전월세전환율이다. 매매

가격이 싼 그룹일수록 전월세전환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매매가격이 

가장 싼 그룹의 전월세전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10년간 

다른 그룹의 전월세전환율 보다 뚜렷하게 높다.36)

  전월세전환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세금이 싸고 월세임대료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집주인과 세입자 측면에서 각각 신용 차이에 따른 

전월세전환율차이의 설명이 가능하다. 매매가격이 싼 집의 경우 전세금

도 싸다.37) 신용이 나쁜 집주인은 신용이 나쁜 세입자와 거래하게 된다. 

집주인의 신용 측면에서소득 및 자산 수준이 높은 집주인은 전세 이외에

도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차입이 용이하다. 반면 소득 및 자산 수준이 

낮은 집주인은 은행 차입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신용이 나쁜 집

주인은 전세금을 싸게 받아서라도 전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크다. 

  세입자의 신용 측면에서 세입자가 월세 임차하게 되는 경우는 집주인

이 원하는 만큼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든 경우이다. 신용이 나쁜 세입자

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자비용이 신용이 좋은 세입자보다 크

다. 이에 전세금을 마련할 수 없는 신용이 나쁜 세입자들은 월세가격이 

비싸도 월세 임차를 하게 된다. 이에 매매가격이 싼 집의 전월세전환율

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룹별 전월세전환율 변동성을 보면 매매가격이 가장 싼 그룹의 전월

세전환율 변동성이 가장 작다. 신용이 좋지 않은 채권의 변동성이 신용

이 좋은 채권의 변동성보다 작은 것처럼 전월세전환율도 신용이 좋지 않

은 그룹의 변동성이 작다.  

  2008년 이후 전월세전환율의 움직임에는 주택 경기 여건이 크게 영향

을 미치고 있다. 2008년 이후는 그룹별 전월세전환율의 변동성 차이가 

36) [부록3] Fama and French 3요인 모형을 인용 매매가격에 따른 그룹별 전월세전
환율 차이를 검정함 

37) 전세금을 기준으로 그룹을 분류하여 전월세전환율을 분석할 경우도 같은 결과를 보
인다. 전세금이 쌀수록 전월세환율이 높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전세금이나 매매가
격 기준으로 그룹 분류시 같은 그룹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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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다. 오히려 매매가격이 낮은 그룹의 전월세전환율의 변동성이 더 크

다. 신용도 차이에 따른 변동성의 차이와 주택 경기에 따른 변동성의 차

이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10년간의 데이터로는 이러한 변동 

요인의 차이의 식별이 가능하지 않다.

[그림27] 매매가격 기준 그룹별 전월세전환율 변동계수

주) 변동계수=표준편차/평균



63

2.5 전세가/매매가 비율에 따른 전월세전환율

  기대 투자수익에 따라 허용되는 자금조달비용 수준이 달라진다. 차입

이자율이 높아도 투자 수익률이 높아 기대 순투자수익률이 높을 경우 차

입을 하여 투자를 한다. 반면 차입이자율이 낮아도 투자수익률이 낮아 

기대 투자순수익률이 낮다면 차입하여 투자하지 않는다. 기대매매가격상

승률에 따라 집주인의 차입 유인에 차이가 존재한다. 

  기대매매가격상승률은 관측 가능한 변수가 아니다. 전세가/매매가 비

율은 기대매매가격상승률에 반비례한다. (김세직·신현송, 2012) 즉 전

세가/매매가 비율이 낮은 아파트는 기대매매가격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로 

볼 수 있다.

  아래 그래프는 전세가/매매가 비율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전월세전환율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28] 전세가/매매가 기준 그룹별 전월세전환율 

   

  가장 위에서 움직이는 굵은 선은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낮은 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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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이며 점선으로 표시된 선은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가장 높

은 그룹의 전월세전환율이다.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낮은 그룹일수록 전

월세전환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특히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가장 낮

은 그룹의 전월세전환율은 10년간 다른 그룹의 전월세전환율보다 뚜렷

하게 높다.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가장 낮은 그룹의 전월세전환율과 전

세가/매매가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의 전월세전환율은 분석기간 동안 평

균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38)

  집은 가격변동으로 인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으로서 성질과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구재로서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 예외적으로 한

쪽의 효용이 강조되는 집들이 있다. 기대가격상승률이 높은 집들은 자산

으로서의 효용이 큰 집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집들의 전월세전환

율은 다른 집들보다 뚜렷하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아파트들은 건축한지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들로 

시설이 낙후되어 거주로 인한 효용은 작다. 이에 임대료가 싸고 비싼 임

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신용이 나쁜 세입자들이 거주한다. 반면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기대가격상승률이 반영되어 비싸다.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는 집주인들은 가격 상승에 대한 차익을 기대하고 집을 보유한다. 

집을 보유하여 높은 기대차익이 기대될 경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사

람들도 높은 이자비용을 부담하며 차입을 해서라도 집을 보유할 유인이 

커진다. 

  또한 기대가격상승률이 높아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낮은 집은 전세금 

이외에도 추가로 조달해야 할 자금이 많다. 이에 은행에서 차입을 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집주인은 전세 대신 월세를 

놓을 때 높은 월세를 요구하여 전월세전환율이 높다. 세입자의 경우 전

세로 임차시 차입이 있는 집주인의 경우 전세금 반환 리스크가 증가하여 

세입자는 낮은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룹별 전월세전환율 변동성을 보면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가장 낮은 

그룹의 전월세전환율 변동성이 가장 작다.

38)  [부록3] Fama and French 3요인 모형을 인용 전세가/매매가 비율에 따른 그룹별 
전월세전환율 차이를 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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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전세가/매매가 기준 그룹별 전월세전환율 변동계수

  자산으로서 효용이 높은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낮은 그룹의 전월세전

환율은 경제 위기에 따른 가격 변동이 더 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시 전월세전환율 상승치를 보면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낮은 그룹일수록 상승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0] 전세가/매매가 기준 그룹별 2008년 금융위기시 전월세전환율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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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논문은 서울시 아파트 가격데이터를 활용 10년간 전월세전환율 시

계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 하여 전세제도의 금융적 성격

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서울시 아파트 10년간 전월세전환율 데이터를 분석하여 발견한 전월 

전월세전환율의 주요 특징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월세전환율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과 밀접하게 움직인다. 

특히 매매가격이 비싼 집들의 전월세전환율일수록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자율 변동에 탄력적으로 변동한다. 

  둘째, 전월세전환율이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과 무관하게 변동하는 

기간이 존재한다. 전세는 주택임대와 금융이 결합된 특수한 제도이다. 

이에 전월세전환율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 변동 뿐 아니라 전세가격

의 변동성, 주택 경기 및 대출규제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다.

  셋째, 전월세전환율은 주택매매가격이 쌀수록 높다. 전세로 자금을 조

달함에 있어서도 신용리스크가 반영되어 거래당사자들의 소득 및 자산수

준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이 다르게 결정된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신용은 

소득 및 자산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고 보유하고 임차하고 있는 집의 가

격은 소득 및 자산 수준과 상관관계가 높다. 전월세전환율이 높다는 것

은 상대적으로 전세금이 싸고 월세임대료가 비싼 것을 의미한다. 신용이 

나쁜 집주인은 전세금을 싸게 받아서라도 전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

인이 크다. 신용이 나쁜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 조달이 힘들어 월세가격

이 비싸도 월세 임차를 하게 된다.

  넷째,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낮을수록 높다. 전세가/매

매가 비율은 기대매매가격상승률과 반비례한다.(김세직․신현송, 2012) 

다시 말해 기대매매가격상승률이 높을 경우 전월세전환율은 높다. 기대

매매가격상승률이 높을 경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차입을 해

서라도 집을 보유하려는 유인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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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전세의 금융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는 점, 10년

간, 서울시 아파트 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축한 전월세전환율 데이터

베이스에 기반한 실증연구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단 

전세가 임대와 결합된 금융이라는 점에서 고유한 기능과 효용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세의 금융적 성질에 주목할 

때 주택 임대 시장의 구조적 변화는 자금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분석

되어야 한다. 자금 공급 측면에서 주택 임대 시장의 변화는 가계자금 공

급 채널의 변화를 의미한다. 주택 임대를 매개로 한 직접 금융형태의 자

금 공급이 감소하고 금융 중개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자금 공급 채널의 변화가 야기할 가계 자금조달 비용의 변화, 

가계부채 리스크의 변화 등에 대하여도 추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

이다.  

  자금 수요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 저하,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실물경제

의 침체는 전세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낮은 지역에서, 가격 상승률이 낮은 단독주택시장에서 전세 임대 비중의 

감소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임대 시장 변화의 대책으로 은행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조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경제 성장률 혹은 주택 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예상이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대출 공급확대는 전세 공급 감소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금 대출확대도 단기적

으로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

을 가속화 하고 세입자들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높아질 경우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

우 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보증금을 전부 상환 받지 못할 리스크가 증가

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주택 임대 시장 변화 속에 임대 시장 모니터링 중요성이 증가하

고 있다. 임대 시장 변화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 수입에 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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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 논의되고 있다. 임대 시장의 모니터링과 형평에 맞는 과세를 위해

서는 임대 유형에 상관없이 정확한 임대료를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양한 보증금 조합의 월세 임대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료를 추정을 

위해 전월세전환율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전월세전환율은 다른 가

격변수와 마찬가지로 장기간 데이터 축적이 중요하다. 특히 구조적 변화

기에 통계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분석 대상이다. 현재 편향된 소

규모 표본에 기반 하여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 통계는 이러

한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통계 수립 초창기인 지금 데이터의 구

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

보가 필요하다. 주택 임대방식의 변화의 의미를 생각할 때 변화의 속도

와 파급력을 보다 정확히 예상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대 유형을 보다 

세분화 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택 임대 시장에서 월세가 증가하고 

있지만 순수 월세의 비중은 작다. 증가하는 보증부 월세 임대 유형이 순

수 월세에 가까운 형태인지 전세에 가까운 형태인지에 따라 변화의 의미

와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한 예상이 달라진다. 현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없다. 향후 임대 유형에 대한 조사 시 이를 세분화하여 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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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과 전월세전환율 공적분 검정

1. 전월세전환율 결정식

  차입이 필요한 집주인이 전세를 놓는 것과 월세를 놓는 것이 무차별해

지는 월세임대료는 전세금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대출이자)과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할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한 수준에서 결정된

다.(김세직,신현송(2012)) 이에 전월세전환율(′
)은 전세이외의 방법으

로 차입시 대출이자율()과 월세리스크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       (1)                

- 
′
: t기 전월세전환율39) ,  : t기 대출이자율 

   =f()=/ , : 월세이행비용, : 전세금

  전세금과 전세가/매매가 비율로 나눈 16개 그룹(i)의 전월세전환율

(
′
)은 예금은행가계대출이자율, 자본조달능력의 차이에 따른 신용리스

크(credit risk), 기대매매가격상승률 차이에 따른 프리미엄, 월세리스크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       (2)

-
′
: i그룹의 전월세전환율, :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

  =S(, 


,  ),  

39) 전월세전환율이 전세로 임대시 집주인의 자금조달 비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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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F-

test

 통계치

ADF-tes

t

 통계치

 

특성

가계대출이자율 -2.35 △가계대출이자율 -7.53*** I(1)
전월세전환율(전체평균

)
-0.14 △전월세전환율 -6.64*** I(1)

CL그룹 전월세전환율 -0.65 △CL -3.51** I(1)
C2그룹 전월세전환율 0.61 △C2 -5.54*** I(1)

C3그룹 전월세전환율 1.04 △C3 -3.26** I(1)

C4그룹 전월세전환율 1.08 △C4 -3.61** I(1)
2L그룹 전월세전환율 -0.41 △2L -4.99*** I(1)
22그룹 전월세전환율 -0.09 △22 -3.68** I(1)

  전월세전환율과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2)는 

매우 단순하지만 이를 바로 추정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이자율은 고정

된 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성(nonstationarity) 시계열의 특징을 

갖으며 1차 차분한 값들은 정상성을 만족시키는 I(1)과정을 따른

다.(Lucio, Daniel(2003)이다. 

2. 방법론

(1)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의 시계열적 특성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 시계열이 안정적(stationary)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를 실시하였다. 그룹별 전

월세전환율 시리즈와 가계대출이자율에 대하여 ADF(augmented 

Dickey-Fuller) 단위근 검정 및 PP(Phillips-Perron)의 단위근 검정

결과 두 테스트 모두 수준변수들은 단위근을 갖는다는 귀무가설을 기각

하지 못하지만, 1차 차분 변수들은 유의수준 1%하에서 모두 귀무가설을 

기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전월세전환율과대출이자율은 수준(level) 

변수들은 정상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1차 차분한 값들은 정상성

(stationarity)을 만족시키는 시계열(I(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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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그룹 전월세전환율 0.33 △23 -5.23*** I(1)
2H그룹 전월세전환율 0.77 △2H -5.32*** I(1)
3L그룹 전월세전환율 -0.29 △3L -4.13*** I(1)
32그룹 전월세전환율 -0.57 △32 -3.86** I(1)
33그룹 전월세전환율 -0.76 △33 -3.76** I(1)
3H그룹 전월세전환율 -0.08 △3H -4.18*** I(1)
EL그룹 전월세전환율 -1.11 △EL -9.68** I(1)
E2그룹 전월세전환율 -1.64 △E2 -8.63*** I(1)

E3그룹 전월세전환율 -1.32 △E3 -8.39*** I(1)

EH그룹  전월세전환율 -0.84 △EH
-12.06**

*
I(1)

- △는 1차 차분 연산자를 의미함

- ADF테스트 5%(1%) 유의수준 값은 –2.88(-3.49)이다 (Dickey and Fuller, 1979; 

MacKinnon,1996)

(2)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

  공적분 분석은 비정상(non-stationary) 시계열들을 분석시 비정상 시

계열들간의 선형결합이 정상성을 갖는지, 선형결합식을 공적분 벡터

(Cointegration vector)로 장기적 균형관계로 해석한다. 만기가 다른 채

권의 이자율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등의 

관계를 공적분 검정을 통해 분석한다. 

  요한슨 공적분 VAR(p)모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1)의 특성

을 갖는 시계열들의 벡터 X(t)가 있을 때, 선형결합을 통해 X(t)가 

I(0)가 되게 하는 벡터가 존재할 때, X(t)는 공적분 되었다

(cointegrated)하고 벡터를 공적분 벡터라고 한다.40) 

△=′  (β)+ ,   (β)=(1    △   △   .. △  )’ 

, 

40) 공적분 검정을 함에 있어 단일방정식에 의해 공적분 벡터의 잔차의 단위근 여부를 
검정하는 Engle-Granger 공적분 검정과  VAR(p)모형에 기반 공적분 벡터의 차수
(rank)를 검정한 요한슨 공적분 검정절차가 존재한다. 표본수가 적을 경우 요한슨 공

적분 검정절차의 추정력이 더크다.(Kremers, Ericsson and Donlado,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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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p차원 I(1)시계열 , A는 k×p행렬, k=pl+2

공적분 벡터   = ′  ~I(0) , β는p× 1

  상기식은 p개의 I(1)시계열의 차분항에 대하여 공적분 벡터가 포함된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모형이다. 공적분 관계가 존재

하는 시계열 변수들의 움직임을 장기적 균형하에서 조정항과 함께 추정

하는 것이다.41) 

 I(1)시계열 변수인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이 장기적으로는 균

형관계에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
′  =

  



∆  
′ 

 



∆   +α‘X(t)+

△= 
  



∆  
′ 

 



∆  +α‘X(t)+

      

- X(t)=[
′ (전월세전환율),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

 공적분 벡터에 제약 없이 전월세전환율과 가계 대출이자율이 균형 관계

하에 움직이는가를 검정하였다. 42) 검정 결과 매매가격이 싼 그룹을 제

외한 모든 그룹의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과의 공적분 관계가 유

의수준 5%하에서 유의하게 검정되었다. 10년 동안 전월세전환율은 예

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보다 1.3~1.5배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움직여

왔다.

41) 이에 I(1)시계열의 관계식을 추정함에 있어 공적분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차분된 변수들로만 VAR(Vector autoregressive)모형을 추정할 경우 잘못된 
모형설정으로 오차(misspecification error)가 발생한다.

42) 공적분 벡터를 추정함에 있어, 전월세전환율과 가계 대출이자율이 추세가 있는 시계
열이 아니고, 두 변수들 간의 관계에 있어 추세를 가정하는게 적합하지 않아 전월세
전환율과 가계 대출 이자율 사이에 추세가 없고, 공적분벡터에만 절편항이 있는 관계
에 대하여 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검정의 유의성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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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r C2,r C3,r CH,r 2L,r 22,r 23,r 2H,r

공적분 
관계

(유의수준5
%)

무 무 무 무 무 유 유 유

trace 
Statistics 9.75 11.63

* 9.95 9.72 11.37
*

16.83
***

12.09*
*

16.78
***

λ-maxte
st 

Statistics
5.44 7.74 5.67 8.11 9.20 14.67

*** 9.16 13.69
***

공적분 
벡터


′

=2


′ =
1.3



′ =
1.4



′ =
1.5



′ =
1.5



′ =
1.4



′ =

1.3


′ =

1.2

3L,r 32,r 33,r 3H,r EL,r E2,r E3,r EH,r
공적분 
관계

(유의수준5
%)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trace 
Statistics

13.41
**

17.39
***

21.23
***

20.25
***

19.43
***

17.67
***

17.89
***

19.44
***

λ-maxte
st 

Statistics

12.02
**

15.96
***

19.55
***

17.08
***

17.54
***

16.62
***

16.19
***

16.34
***

공적분 
벡터


′ =
1.5



′ =
1.4



′ =
1.3



′ =
1.3



′ =
1.4



′ =
1.3



′ =

1.4


′ =

1.3

-trace 통계량의 5% 임계값은 12.32, λ-max 통계량의 5% 임계값은 

11.22(Johansen,1995)

-: 공적분 관계가 없다, (p=1)

-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경우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경우 **, 유의수준 10%

에서 유의한 경우 *

  공적분 검정 시행시 경제변수들간에 장기 균형식에 대한 추정치가 존

재할 경우 공적분 벡터에 제약을 두어 분석한다. 만기가 다른 이자율간

의 관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공적분 벡터를 스프레드로 제약하며 화

폐수요함수 추정에서 통화량이 소득에 비례하여 움직인다는 제약을 두어 

공적분 검정을 한다.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의 장기균형식에 있

어서도 이들의 공적분 벡터(-)가 스프레드로 추정될 때 해석이 용이

하다. 이에 공적분 벡터에 계수에 (1 –1) 제약을 두어 이 값들을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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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추정(스프레드)
 가설에 대한 

p값*

공적분 관계
(유의수준5%

)
전월세전환율

(평균)
0.021 0.02 무

　 3L,r 32,r 33,r 3H,r EL,r E2,r E3,r EH,r

β추정
(스프레드) 0.028 0.024 0.021 0.016 0.023 0.021 0.023 0.018

  가설에 0.62 0.04 0.04 0.06 0.32 0.80 0.26 0.06

였다.43) 이 경우 전세금 차이에 따라 분류한 그룹의 전월세전환율과 가

계대출이자율 사이에 추정된 공적분 벡터의 상수항이 전월세전환율과 가

계대출이자율의 스프레드 크기이다. 

△
′  =

  



∆  
′ 

 



∆   +ρ(
′ --S)+

△ = 
  



∆  
′ 

  



∆  +ρ(
′ --S)+

  첫 째, 추정된 스프레드(S)는 전월세전환율과 가계 대출이자율 그래프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매매가격 크기와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즉 매매가격이 비싼 전월세전환율일수록 가계대출이자율과 스프레드가 

컸다.

  둘 째, 그룹별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의 스프레드로 공적분 

벡터를 제약하였을 경우 매매가격 기준 상위 25%이상 그룹의 전월세전

환율만 가계대출이자율과 공적분 관계가 검정되었다.  

제약을 통해 추정한 공적분 벡터 (spread(=j-r))

((1,1)=1, (1,2)=-1)

43) 만기가 다른 이자율의 관계나, 선물가격과 현물가격의 차이, 자신이론에서 서로 다
른 자산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분석의 경우 이와 같은 제약을 두어 공적분 검정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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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p값*
공적분 관계
(유의수준5%)

유 무 무 무 유 유 유 무

- β추정시 ()값은 표준오차

- : 제약하에 1개의 공적분 관계가 있다

다음은 el(비싸고 전세매매비율이 낮은)그룹의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

이자율의 추정된 벡터오차수정모델이다. 분석기간 동안 전월세전환율과 

가계 대출이자율의 차이는 0.023로 추정되고 있다. 이 그룹의 전월세전

환율은 평균적으로 가계 대출이자율보다 2%포인트 높게 형성되어 움직

인다는 것이다. 

= -  - 0.023     

            (0.002)44) 

           [-12.20]

△= -0.04    + 0.21△  + -0.01△   + F-statistic     

                                                          16.41

      (0.01)       (0.07)         (0.04)

     [-4.00]       [2.96]       [0.01]

△= -0.01   - 0.35△   +0.29△   + F-statistic 11.38

      (0.02)      (0.14)       (0.09)       

      [-0.70]      [-2.51]      [3.16]

 전월세전환율의 변화와 스프레드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었

다. 즉,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의 차이가 커질 때 전월세전환율

은 내려가고, 차이가 작아질 때 전월세전환율은 상승한다. 

44) ()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 []는 t 값(t-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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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과 전월세전환율 비선형 공적분 

검정

다양한 종류의 이자율의 관계를 추정할 경우 비대칭적 조정

(asymmetric adjustment)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대

표적인 예로 단기 이자율과 장기 이자율의 경기(business cycle)의 비

대칭적 움직임에 연구들이 있다. 경기 호황기와 불황기에 비대칭적 조정

(asymmetric adjustment)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예금 금

리와 대출 금리의 스프레드, 가격 조정 등을 분석할 경우 이러한 비대칭

성에 주목 국면을 나누어(regime switching) 비선형(non-linear)시계

열 분석을 시도한다.

   가계대출이자율과 전월세전환율의 움직임을 보면 가계대출이자율 상

승시기와 하락시기 움직임에 차이가 있다. 가계대출이자율 상승시기 전

월세전환율 상승폭이 적은 반면 가계대출이자율 하락 시기는 가계대출이

자율과 비슷한 변동폭으로 하락한다. 주택 임대를 매개로 한 개인 간 직

접 금융시장의 암묵적인 이자율인 전월세전환율과 정책금리와 연계성이 

높은 가계 대출이자율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이러한 비대칭성이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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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가격 기준 상위 25% 그룹 전월세전환율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이 공적분 관계하에 비대칭적 조정이 이

루어지고 국면에 따라 두 변수의 동태식이 다르게 결정됨을 의미한다. 

국면 전환 메커니즘을  내생적 요인에 기인하여 분석하는가 외생적 요인

에 기인하여 분석하는가에 따라  임계 공적분(Threshold 

cointegration)검정과 마코브 벡터 오차수정모형(Markov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검정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

출이자율의 관측치가 충분하다면 비대칭성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별하

여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관측치는 이를 확정하기에 충분

하지 못하다. 이에 두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비

대칭적 조정구간이 존재하며 임계 공적분 검정으로 추정한 국면과 마코

브 벡터 오차수정모형에 의해 추정된 국면이 교차됨을 확인하였다.

 (1) 임계 공적분 검정(Threshhold cointegration)

 임계 공적분 검정은 공적분 벡터의 오차항을 기준으로 임계값을 나누어 

국면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장기채권이자율과 단기채권이자율의 스프레

드나, 대체상품의 가격 변수들간의 차이가 작은 경우 거래비용등으로 오

차수정벡터의 계수가 스프레드가 클 경우와 다르다는 것이다. 즉 공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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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의 오차항의 수준의 임계값에 따라변수들간의 동태적 균형식이 다르

게 추정된다. (Hansen and Seo(2002))

△=′  (β)(β,γ)+′  (β)(β,γ)+ 

-  (β,γ)=1(  (β)≤γ),  (β,γ)=1(  (β)>γ)

-   =(1      △   △   .. △  ) 

: p차 시계열, β: 공적분 벡터, (β‘): 오차 수정항 I(0) 

γ: 임계치(threshold parameter), 1(·): 표시함수(indicator 

function).45)  

 

  최대우도추정법에 의해 (,,∑,β,γ))을 추정한다. 단 이 모델의 

경우 최대우도함수가 미분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2변수 분석의 경우

(p=2), (β,γ)에 대하여 우도값에 대한 그리드 탐색(grid search)을 

하여 (β,γ)을 추정하여 (β,γ),(β,γ),(β,γ)을 계산한다. 

 임계공적분 여부에 대한 테스트의 귀무가설은 선형 벡터 오차 수정 

(linear Vector error correction)으로 변수간의 관계가 추정된다는 것

이다. 모형과 대립가설(:two-regime Threshold cointegration)에 

대하여 테스트를 한다. 

 :△= ′  (β)+ 

 :△=′  (β)(β,γ)+′  (β)(β,γ)+ 

=(,) , :매매가격 기준 상위 25%그룹의 전월세전환율, : 예금

은행 가계대출이자율

  

 Hansen and Seo(2002)이 제시한 Sup-LM(Lagrange 

multiplier)test에 매매가격 기준 상위25%그룹의 전월세전환율에 대하

45) 단 모형이 의미있기 위해서 영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약을 둔다. ≤P(  

(β)≤γ)≤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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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임계공적분 여부를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5%하에서 선형공적분 관

계를 기각할 수 있었다.46)47) 추정된 공적분 관계는  =-1.4-0.6

이다. 2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전형적인 구간(typical regime)은 전

체 관측치 중 80%를 차지한다. (>-0.12)

 추정된  식은 동태 균형식은 다음과 같다. 

△= 0.000 - 0.06   +0.15△   +0.04△   + (  ≤-0.12)

     (0.001)48)   (0.03)      (0.12)      (0.09) 

      -0.000- 0.03  - 0.06△   -0.06△  + (  >-0.12)

     (0.000)    (0.015)      (0.09)     (0.04)

△= 0.000+0.04   --1.05△   +1.13△   + (  ≤-0.12)

      (0.001)  (0.03)      (0.45)       (0.32) 

      -0.000 + 0.01   - 0.12△   +0.08△  + (  >-0.12)

      (0.000)   (0.02)      (0.10)       (0.06)

  2개의 영역에서 오차수정항의 계수는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단 2개

의 영역에서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의 동태적 계수(Dynamic 

coefficeint)는 유의하게 다르다. 

46) Enders and Siklos(2001)는 추정된 오차수정항(Error correction)의 잔차
(residual)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다. 이 경우 보다 직관적으로 공적분 관계의 
Threshold effect를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오차수정항의 수준이 아닌 변화율에 초점
을 분석을 둔 M-TAR(momentum autoregressive regression) 분석의 경우 이자
율의 비대칭성 분석에 상당히 파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분석 방식의 
경우 vector errcorection model에 기반한 분석보다 기각율이 높다. Enders and 
Siklos(2001) 의  M-TAR(momentum autoregressive regression) 모델에 기반 
전월세전환율 시리즈와 가계 대출이자율의 Threshold cointegration test를 한 경우 
유의하게 임계 공적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전월세전환율 시리즈는 없었다.

47) p-value는 residual boostrap에 기반한 값이다. Hansen and Seo(2002)의 검정
통계량(supLM)에 대한 정형화된 점근 분포(Asymptotic ditsribution)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귀무가설에 근거하여 가 알려지지 않은 G분포의 i.i.d 라 가정 시뮬레

이션을 통해 표본분포를 계산하여 p-value를 도출함 
48) ()는 Eicker-White 표준오차(standard error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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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코브오차수정 모형(Markov switching error correction model)

  경제 시계열 분석함에 있어 금융위기나 정부 정책 시행으로 인한 구조

적 변화(structural vreaks)를 반영하기 위해 국면전환 모형이 널리 유

용된다. (Hamilton, 2005) 관측되지 않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국면 전

환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과 베이지안 접근(Bayesian approach, Gibbs-Sampling)이 있다. 

  마코브 오차 수정모형은 공적분 관계하에서 동태적 균형식의 모수가 

국면(regime)에 따라 다르다 가정하여 균형식을 추정한다. 국면 추정 

방식은 전통적 접근법을 따랐다. 즉 헤밀턴 필터(Hamilton filter)를 사

용하여 필터확률(filtered probability)을 추정하고 이에 기반 최우추정

법에 의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49)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의 스프레드와 경기순환변동치의 상관

계수는 –0.5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보인다. 경기가 좋을 경우 스프레

드가 작고 경기가 나쁠 경우 스프레드가 크다. 이처럼 스프레드가 경기

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의 

동태적 균형식이 국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49)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Hamilton(1994), Kim and Nelson(1999)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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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 스프레드*=전월세전환율-가계대출이자율-

 (: 평균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 스프레드)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0)/100

  2개의 국면(S)을 가정하고 국면에 따라 오차수정항의 계수, 가계대출

이자율의 계수, 분산이 다른 값을 갖는  마코브오차수정모형의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S=1,2)

   

: 전월세전환율, : 공적분 벡터의 오차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단 오차항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lnL=
  

 ln
  



∆  Pr  

- Pr           i,j ∈S 

-θ=(,,,,,,,)

마코브 국면 전환 모형은 국면 전환이 확률적으로 이루어진다. 마코브 

체인 과정(Markov chain process)에 의해 추정된 국면 전이 확률

(transition probabilities)은 다음과 같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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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1 (S=1)
국면2 (S=2)

       

추정

값

0.001 -0.07

***
-0.05

0.005

***

0.01

***

0.01

***
0.01

0.00

1

  다음 그래프는 추정된 국면2의 평활화 확률이다.  국면 2는 전월세전

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의 스프레드가 평균보다 커지거나 작아지는 시기

이다. 또한 국면 2는 국면1보다 지속기간이 짧게 예상된다. (국면 1의 

기대듀레이션 14.44개월, 국면 2의 기대듀레이션 6.48개월) 

  추정된 전이 확률에 의해 국면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최대우도값을 갖

는 모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또한 국면 1은 국면 2보다 분산

이 크며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의 스프레드가 커지면(작아지면) 

스프레드가 작아지는(커지는) 방향으로 전월세전환율이 움직이는 구간이

다. 반면 국면 2에서는 스프레드 변동에 따른 오차수정계수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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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오차
0.01 0.01 0.04 0.001 0.001 0.006 0.03

0.00

02

p값 0.92 0.00 0.21 0.00 0.01 0.26 0.73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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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전월세전환율 

3요인(매매가격,전세가/매매가비율,가계대출이자율) 검정

 전월세전환율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 신용리

스크, 기대수익에 대한 프리미엄이다. 전세를 통한 자금조달 이자율은 

은행대출이자율, 집주인의 신용리스크, 보유하는 주택의 기대매매가격상

승률의 프리미엄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대한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50) 

 ′ ′ 

- ′: i그룹의 전월세전환율

- : 예금은행 가계대출이자율,

- ′는 전체표본 전월세전환율 평균

LMH는 보유하는 주택의 기대매매가격상승률의 프리미엄를 반영한다.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의 전월세전환율 스프레드

이다. 단, 매매가격 기준 그룹별로 똑같은 가중치를 주어 매매가격에 따

른 차이를 통제 후 전세매매비율의 차이를 보았다.

LMH=(C/L+2/L+3/L+E/L)/4 - (C/H+2/H+3/H+E/H)/4

CME는 집주인의 신용 차이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다. 매매

가격이 싼 그룹과 높은 그룹의 전월세전환율 스프레드이다. 

50) Fama and French의 3요인 실증분석 방식을 차용함. 단 그룹을 분류함에 있어서 차
이가 존재한다. 매매가격과 전세가/매매가비율은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여 Fama and 
French 의 방식처럼 똑같은 가중치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히 통제가 되기 어려워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그룹을 분류한 후 전세가/매매가 비율로 그룹을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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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l c t(a) t(b) t(l) t(c) R2
C/L 0.004 0.98 0.60 0.66 4.80 42.3 7.2 16.2 0.95
2/L -0.002 1.02 0.46 0.39 -4.81 81.9 10.3 17.5 0.98
3/L 0.004 0.83 0.56 -0.19 5.17 36.7 6.9 -4.6 0.92
E/L -0.000 0.96 0.40 -0.40 -1.72 85.3 9.4 19.8 0.98
C/2 -0.000 1.00 0.03 0.50 0.82 53.9 0.41 15.09 0.97
2/2 -0.004 1.20 -0.09 -0.04 -4.7 58.6 -1.2 -1.1 0.97
3/2 -0.000 1.03 0.23 -0.34 -1.07 64.6 4.09 -11.8 0.97
E/2 -0.000 0.95 0.53 -0.78 -0.04 57.5 8.9 -26.8 0.97
C/3 -0.000 0.94 -0.09 0.50 -0.50 63.2 -1.65 19.1 0.98
2/3 -0.005 1.11 -0.20 0.23 -8.7 66.2 -3.36 7.71 0.97
3/3 0.000 1.07 -0.27 -0.40 0.31 81.8 -5.9 -17.4 0.98
E/3 0.003 0.96 -0.04 -0.61 5.14 47.5 -0.54 -17.1 0.95
C/H 0.003 0.87 -0.26 0.40 3.70 37.2 -3.12 9.50 0.94
2/H -0.001 1.02 -0.71 0.20 -2.36 88.7 -17.3 9.83 0.98
3/H -0.000 0.97 -0.39 0.02 -1.09 73.3 -8.2 1.13 0.98
E/H 0.003 0.93 -0.60 -0.15 4.75 42.7 -7.82 -3.82 0.93

CME=(C/L+C/2+C/3+C/H)/4 - (E/L+E/2+E/3+E/H)/4

 

 매매가격과 전세가/매매가 비율에 따른 그룹 분류에 따른 리스크가 상

관관계가 크다면 그룹 분류의 의미가 없다. 이에 다른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LMH와 CME의 상관계수를 통해 간접적으

로 확인할 수 있다. LMH와 CME의 상관계수는 –0.02로 서로 다른 종

류의 리스크를 프리미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상기 추정식에 의한 회귀결과이다.

 [표] 전월세전환율 결정요인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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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i그룹의 전월세전환율과 가계대출이자율의 

스프레드는 평균전월세전환율이 가계대출이자율의 스프레드로 설명할 수 

있다. 각 그룹의 전월세전환율은 유사하게 움직인다. 둘째, 매매가격에 

따른 전월세전환율차이를 설명하는 CME의 회귀계수를 보면, 매매가격

이 가장 싼 그룹의 전월세전환율의 CME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며 t

값은 9이상이다. 매매가격이 가장 비싼 그룹의 CME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며 t값은 –3.5이하이다. 예를 들어  C/L(매매가격이 싸고 전세가/매

매가 비율이 낮은)그룹의 CME회귀계수는 1.22(t값11.8)이며  E/L(매

매가격이 비싸고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낮은)그룹의 CME 회귀계수는 –
0.43(t값-24.36)이다.

 셋째, 전세가/매매가 비율에 따른 전월세전환율차이를 설명하는 LMH

의 회귀계수를 보면,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낮은(L) 그룹의 LMH 회귀

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며 t값은 7이상이다. 반면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높은(H)그룹의  LMH 회귀계수는 음의 값을 가지며 t값은 –3.1 이하이

다.  E/L(매매가격이 비싸고 전세가/매매가비율이 낮은)그룹의 LMH의 

회귀계수는 0.54(t값 19.34)이며  E/H(매매가격이 비싸고 전세가/매매

가 비율이 높은)그룹의 회귀계수는 –1.22(t값 –4.25)이다. 

 

 



92

Abstract

Jeonse 

as a type of direct debt financing in 

Korea  
- An analysis of the conversion rate from Jeonse to 

monthly rent 
 

Je-Heon Ko

Department of Econom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Jeonse refers to a type of rental contract in Korea in which tenants 

deposit a large sum of money and have no obligation to pay monthly rent. 

The tenants’ right to use the place serves as collateral for the deposit, the 

interest from which is what owners take during the contract.

  The goal is this thesis i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Jeonse serves 

as a type of direct debt financing. I conducted a large-scale data analysis of 

the implicit interest rate on Jeonse, which is called the conversion rate from 

Jeonse to monthly rent. I built up a time series database of the conversion 

rates of the apartments in the Seoul area for the past 10 years.

  Kim and Shin (2012) showed that the conversion rates in the Jeonse 

market are closely related to the interest rates in the lending market.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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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s when the formal banking sector offered only a limited size of 

household lending, the conversion rate was close to the curb market interest 

rate. However, since 2000’s when the banking sector drastically expanded 

their business in household lending, the conversion rate has been closer to 

the bank lending rate. It suggests that the banking sector has grown to be 

as an important provider of household lending as the Jeonse market.

  The key findings of this thesis are as follows: First, conversion rates 

generally co-vary with bank lending rate. When changes occur, I found, 

houses’ selling prices interact with the response sensitivity of conversion 

rates. That is, the more expensive a house is in its selling price, the more 

sensitively its conversion rate responds to the lending rate.

  Second, conversion rates may change due to socio-economic factors other 

than lending rates, however. Jeonse plays a major role in house rental 

contract in Korea while it serves as direct debt financing. Due to this 

unique and complex characteristic of Jeonse, conversion rates depend not 

only on bank lending rates but also on any changes in housing market 

conditions and the government’s regulations on loans.

  Third, conversion rates are modulated by credit risk as well. High credit 

risk of owners and tenants tends to boost conversion rates. A high 

conversion rate indicates monthly rent is expensive relative to its Jeonse 

price. Owners with low income and small asset tend to have borrowing 

constraints and are thus motivated to take relatively cheap Jeonse prices in 

order to afford house prices. Tenants with bad credit, however, are forced to 

take relatively high monthly rent if they cannot afford a Jeonse deposit.  In 

addition, as the credit risk of owners and tenants is highly associated with 

the value of apartments they can afford, the relationship between credit risk 

and conversion rate can be restated that cheaper apartments tend to have 

higher conversion rates.

  Fourth, conversion rates increase when the Jeonse-to-selling pric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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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s. Given that the Jeonse-to-selling price ratio is known to be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expected appreciation rates, it suggests that 

conversion rates correlate with expected growth in selling prices. That is, 

when high return is expected, prospective owners who have less than 

enough funds to purchase an apartment risk high conversion rates, a 

correlate of high interest rates.

keywords: conversion rate from Jeonse to monthly rent, Jeonse, household 

lending, bank lending rate, credit risk, 

Student Number: 2010-3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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