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

세계 도시의 오피스 임대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및지역계획 전공

김 찬 우



세계 도시의 오피스 임대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경 민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전공

김 찬 우

김찬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위 원 장 이 영 성 (인)

부위원장 최 막 중 (인)

위 원 김 경 민 (인)



- i -

국 문 초 록

세계의 공간적 통합 및 긴밀성 증가는 국가 차원을 넘어 지역

및 도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오피스를 포함

한 부동산 시장도 세계적인 공간적 통합의 효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공간 통합이 부동산 시장, 특히 오피스 임

대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거의 전무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 도시로 정의되는 주요 도시의 임대료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항공 연결성을 가정하고, 실증 분석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도시 간 비교 연구

를 실시하고, 기존에 발견되지 못하였던 임대료 결정 요인을 새롭

게 탐색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세계 주요 50개 도시이며, 시

간적 범위는 2010년에서 2014년이다. 연구의 기본 가정으로 항공

연결성으로 대표되는 공간 통합 효과가 임대료에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예상하고 항공 좌석수, 항공편수, 총운항거리 등 항공 연결성

지표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임

대료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간주되었던 공실률, 1인당 국내총생산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세계 50개 도시를 대상으로 패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북미 및

유럽의 경우 오피스 시장 암대료에 대해 항공 연결성이 유의하게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결성 지표로

선정한 항공 좌석수, 항공편수, 총운항거리가 모두 오피스 임대료

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연결성이 높은 도시일수록 임대료

가 상승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정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의 경우 세 모형 모두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유의성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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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못하였다. 이는 아시아 지역 도시들의 개별적 특성이 본 연

구의 데이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본 연

구가 실증 분석에서 한계점을 지니는 부분이다. 전체 분석 대상

도시 중 80%에 해당하는 40개 도시에서 실질임대료 성장률에 대

해 항공 연결성이 유의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

서 연결성을 임대료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관계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피스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 나아가 부동산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였을 때 오피스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파악하는 것은 자산 시장의 이해와 시장 방향성의 예측이라

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보의 제한성과 비유동성 등

여러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오피스 시장

의 특성상, 연결성 효과를 고려하여 임대료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균형 임대료를 예측하는 것이 오피스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재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가 시사하

는 바는 크다.

◆ 주요어 : 오피스 임대료, 부동산 시장, 항공 연결성, 세계 도시, 패

널 모형, 결정요인

◆ 학 번 : 2010-2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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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오늘날 세계 각 지역의 통합성 및 긴밀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교

통의 발전에 따른 세계 통합 현상에 대한 논의는 기존에 주로 국가를 대

상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그 영향은 국가 뿐 아니라 지역 및 도시

에도 미치고 있다. 특히 세계 도시(world city)로 정의되는 도시들은 다

른 도시들에 대한 명령 및 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긴밀한 연결성을 바탕

으로 자본, 노동, 정보, 문화 등을 매개하고 전달하는 접점(node)으로 기

능한다(Friedmann, 1986).

"그 어떤 도시도 고립된 섬이 아니라“라는 경구는 그 어느 때보다 오

늘날 진리에 가깝다(Taylor et al, 2002). 현대 도시들은 연결망을 통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항

공 연결망의 발달은 단시간 내에 도시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 및 도시 차원에서도 항공 연

결망의 영향을 계량화하고 공간적 통합이 일으키는 효과를 측정할 필요

성이 생기게 되었다.

공간적 통합과 접근성 향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 각 지

역의 자산 시장에 반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부분 국가들의 자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과 세부 시장인 오피스 시장에 대해서

항공 연결망의 발달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연결

망의 발달이 부동산 및 오피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방법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특히 항공 연결성을 변수로 하여 오피스

시장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 사례는 아직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오피스 시장의 주

요 지표인 임대료에 항공 연결성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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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목적은 세계 주요 도시의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항공 연결성을 가정하고, 실증 분석을 통해 이를 입증하는 데 있다.

임대료 결정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가 개별 도시 또는 한 국가 내의

지역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데 반하여, 본 연구는 세계 주요 도시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결정 요인을 고찰함으로써 기존에 탐색되지 않았던 임

대료의 공통적 결정 요인을 새로이 발견하고자 하였다. 즉, 연구 범위를

세계 주요 도시로 확대하여 임대료의 결정 요인의 분석 과정에서 항공

교통의 발달에 따른 세계의 통합 현상이 주요 도시에 미치는 공간적 통

합 효과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에 오피스 임대료에 대한 결정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던 공실

률 및 국가총생산(GDP) 등 거시경제변수 뿐 아니라 항공 연결성을 새로

운 임대료의 결정요인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도시 간 연결망의

발달에 따라 항공 연결성이 공간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임대료의 새로운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임대료 결정요인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차별성을 지니는 부분

이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세계 주요 50개 도시의 임대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며, 공

간적 및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세계 주요 50개 도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이들 도시는 대륙별로 유럽 26개 도시, 아시아 10개 도시, 북미

14개 도시의 분포를 보이며 규모, 인구 및 정치·경제적 영향력 면에서

각국의 중심지 또는 주요 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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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도시는 도시 및 지역적 단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

도시(world city)로 다른 세계 도시와 긴밀한 연결성을 지니며, 같은 국

가 또는 지역에 속한 타 도시들에 대해서는 역내 중심지로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부터 2014년이다. 장기간 각국 정부기관

에 의해 데이터가 구축된 주택시장에 비하여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는 상

대적으로 부동산 서비스 회사를 통해 최근 기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만

수집이 가능하다는 시간적 제약을 지닌다. 따라서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Cushman & Wakefield 및 Colliers의 임대료 및 공실률 데이터를 대상으

로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임대료의 경우 2010년의 (t-1)기에

해당하는 2009년 데이터를 포함하여야 명목임대료로부터 실질임대료 성

장률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2009년에서 2014년까지 데이터를 구축하

였다. 각 도시의 1인당 국내총생산, 인플레이션율 등 거시경제변수 데이

터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하였다. 그리고

도시별 연결성 지표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ICAO의 항공 데이터를

사용하여 도시별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결성 지표는

ICAO 항공 데이터로부터 대상 도시별로 데이터를 추출한 후 항공 좌석

수, 항공편수, 총 운항거리의 세 가지 변수를 산출하였다.

3.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 도시, 항공 연결성, 부동산 시

장 및 오피스 시장, 임대료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임대료 등에 대한 세계 주요 도시의 기초통계 자료를 살펴

보고 주요 변수별로 도시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변화 및 도시 간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연구 대상 도시들의 임대료 변동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종속변수를 임대료로 하

고, 독립변수로 연결성, 공실률 및 국가총생산을 주요 지표로 설정하여

도시들의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볼 것이며, 연결성과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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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간에 나타나는 시계열적 관계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횡단면 및 시

계열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패널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후 그 결과

를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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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도시에 관한 연구

• 도시 간 항공 연결성에 관한 연구

• 부동산 시장 및 오피스 시장에 관한 연구

• 임대료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연구 대상 도시의 분석

• 세계 도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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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흐름도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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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세계 도시에 관한 연구

세계 각국의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경제적으로도 통합되면

서 도시 연구에서는 Friedmann and Wolff(1982), Friedmann(1986),

Sassen(1991, 2000)에 의하여 개별 도시를 하나의 개체로 보면서 도시

간의 영향력과 위계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다.

Friedmann and Wolff(1982)는 전 세계적인 생산 통제 및 시장 확대

체제의 구축에 의해 도시 위계의 최상부(apex)에 위치하는 대도시권

(massive urban regions)을 형성한다고 하였으며, Friedmann(1986)에서

도 세계 경제의 통합이 국가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및 도시를 중

심으로 진행된다고 하며 그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을 세계 도시

(world city)라고 정의하였다. 세계 도시는 경제 및 사회 통합의 중심지

로서 대도시권(metropolitan region)을 형성하여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며, 세계는 세계 도시를 중심으로 공간적 위계(spatial

hierarchy)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Sassen(1991)도 유사한 맥락에서

세계 경제 시스템이 세계 도시(global city)로 정의되는 전략적 장소들

(strategic sites)에 의해 주도된다고 하였다. Sassen(2000)에 따르면 세계

도시는 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물리적 기반시설이 극도로 집중되며 고

용이 창출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시스템의 중심 장소로 기능하

게 된다.

또한 세계 도시의 공간적 분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 무게중심의

지속적 이동이다. Friedmann(1986)의 연구에서도 이미 세계 도시 체제

(world city system)는 북미, 유럽, 아시아의 하부 조직들(sub-systems)

로 구성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뉴욕, 로스앤젤레스, 런던, 파리

등으로 대표되는 북미 및 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국제 금융 및 기업 활

동, 교통 및 통신, 정보 유통 등 세계 도시로서의 주요 기능을 수행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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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아시아에서는 도쿄가 이례적이며(atypical) 상기 도시들보다 낮은

수준의(to a lesser degree) 세계 도시인 것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Taylor(2005)는 경제, 문화, 정치, 사회 등 각 부문별로 도시의 활동성을

평가한 결과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도시가 매우 중요한

경제적 접점(critical economic nodes)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Sassen(2008)에서도 세계 도시의 전반적 순위 뿐 아니라 기본적 서비스,

사업 용이성 등 세부 항목에서도 아시아 도시가 두각을 나타내었고, 다

만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 도시들은 잠재력에 비해 낮은 순위를 보인다

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도시 체계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요

성 부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세계 도시 간의 위계

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구조의 통합과 세계 도시의 역할에 대한 이 같은 논의들은 공간

구조에서 도시의 역할과 그 변화 양상에 주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세계의 통합 현상을 지역 및 도시 차원에서 해석하였다는 이론적

설명력으로 인해 도시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인용되었다. 그러나

Taylor(1997)는 세계 도시 이론이 지니는 이론적 설득력을 인정하면서

도, 도시 간의 통합 효과를 적절한 측정 방법으로 계량화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다음 절에서 소개할

세계 도시 연결망(world city network) 연구이다.

2. 항공 연결성 및 세계 도시 연결망에 관한 연구

1) 항공 연결성의 정의

세계 도시 연결망 연구는 도시들 간의 항공 데이터를 분석하여 도시

간의 위계와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항공 연결성

은 도시 간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이므로, 연결성의 정의를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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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살펴보기로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013)의 정의에 따르면 연결성(connectivity)

이란 연결망(network)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또한 한 지점

(point)에서 다른 지점으로 승객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다

시 말해 더 집중된 연결망일수록, 그리고 승객을 기준으로 한 수송 능력

이 클수록 연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PwC(2014)에서는 항공 연결성의 측정 방

법을 [그림 1]과 같이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서는 항공편의 이용 목적에

따라 사업활동의 경우 서비스 측면이, 여가 활동의 경우 운임과 비용 효

율성이 연결성 측정의 고려 요소로 추가되었다. 그러나 전체 항목에서

수송 능력과 좌석 수, 연결망과 항공편의 집중도가 연결성 측정의 주요

요소라는 점은 ICAO의 연결성 정의와 일치한다.

출처 : PwC(2014)

[그림 1] 항공 연결성 측정법 (air connectivity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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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ICAO와 PwC의 정의를 종합하면 항공 연결성은 연결망의 집

중도와 편리성, 승객 및 좌석수로 측정되는 수송 능력을 주로 측정하는

개념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2) 세계 도시 연결망에 관한 연구

사람들의 이동거리는 현대로 접어들면서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Batten(1995)의 예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1인당 하루 평균 이동성

(mobility)은 1800년에는 0.02km에서 1990년에는 35km로 증가하였다. 평

균 이동거리의 증가는 도시 간 연결망 생성과 연결성 향상으로 연결되었

는데, 이에 대하여 Gottmann(1984)은 현대 사회가 진화하는 방식을 이

해하려면 도시 간 연결망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Taylor

and Derudder, 2016에서 재인용)

[그림 2] 항공 교통량과 세계 GDP의 관계

연결망 중에서도 항공 교통은 세계 경제 및 공간 통합에서 핵심적 역



- 10 -

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두고 Cidell(2006)은 ‘국제 항공 연결망(global

airline network)은 국제 경제의 혈관’이라고 표현하였으며 Cungingham

(2014)도 세계 경제 발전에 있어서 통합(convergence)과 함께 연결성

(connectivity)이 핵심적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PwC(2014)는 [그림

2]와 같이 1980년에서 2014년까지 세계 경제와 항공 교통량의 동행성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항공 교통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설명

하였다.

이와 같은 현대 사회에서의 중요성에 힘입어 항공 연결성은 전세계적

으로 계속 향상되는 추세이며, 연결성의 유무 및 정도의 차이는 지역 및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 Ivy(1993)는 1978년에서

1992년까지 미국 60개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항공 연결성을 분석한 결과

15년간 미국 내 전체 연결성이 상승하였으며, 대도시 터미널 집중적

(hub-and-spoke)인 운항 방식이 점차 우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항공 연결망 중심지의 인구는 지역 시장 활성화, 여행객 증가 등의

효과로 인하여 상승하는 반면, 연결성이 하락한 도시는 인구 감소 및 지

역시장의 쇠퇴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결성이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Fan(2006)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유럽 공

항들의 연결성을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유럽 내 도시 간 항공 직항

편은 90%가 증가했으며 총운항거리는 10% 증가하여 연결성의 뚜렷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항공 연결망이 확대되고 그 역할이 커지면서 도시 단위에서도 연결망

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게 되었다. Taylor(1997, 2002,

2005), Matsumoto et al.(2004), Derudder and Taylor(2016)는 도시들 간

의 연결망(network)을 세계 도시가 지니는 영향력의 핵심적 요소로 보

고, 다양한 도시와 지역을 대상으로 연결망 구조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학자들의 연구들에서 항공 연결성은 일관되게 도시 영향력을 결정

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Taylor et al.(2002)은 316개 도시 및 100개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로 도시 간 관계 및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별 도시가 지니는 공간적 영향력의 범위 및 종류에 따라 도시별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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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달랐으며 연결성은 위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Taylor(2005)에서는 개별 도시의 영향력을 접점의 크기(nodal size)로 치

환하고 도시별 특성 및 다른 접점들과 가지는 연결성에 따라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Matsumoto et al.(2004)은 아시아 지역의 도시 위계(urban

hierchy)가 강화되는 원인으로 항공 연결망을 들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데이터로부터 산출된 1982년∼2012년 승객 수와 GaWC의 도시

간 위계 데이터는 17개 도시들 중 13개에서 상관관계가 입증되어, 연결

성이 도시 간 위계에 긴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Derudder

and Taylor(2016)는 2000년에서 2012년까지의 세계 도시 연결망(world

city network)이 도시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변동시켜 왔는지를 고찰하였

다. 이들은 특히 주목해야 하는 도시로 홍콩, 두바이, 상하이, 뭄바이, 싱

가포르를 들면서, 이러한 도시들의 연결망 구조에 의해 세계의 무게중심

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선행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면 항공 연결성은 승객 수, 항공편 수, 총

운항거리 등으로 측정되었는데 세계 도시 간의 항공 연결망 발달로 인하

여 도시 간 위계와 도시별 영향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3. 부동산 및 오피스 시장에 관한 연구

Wheaton(1988)이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새로

운 공간을 찾는 임차인 또는 매수인과 공간 소유주가 연결되는 과정

(matching process)이다. 이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지속적 탐색 과정에

의하여 균형점을 도출하는 경제학적 수요-공급 법칙이 시장 경제의 하

위 부문인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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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iPasquale and Wheaton, 1992)

[그림 2] 부동산 시장 4사분면

DiPasquale and Wheaton(1992)은 부동산 실물시장 및 자산시장에 대

한 이론적인 틀을 [그림 3]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3]은 4사분면 그래

프 형태를 띠고 있으며 2사분면 및 3사분면은 자산 시장(asset market)

을, 1사분면 및 4사분면은 실물 시장(property)을 설명한다. 임대료, 가

격, 재고, 건설량 등 개별 변수들은 사분면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전체

시장에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변수가 변하면 전체적인 부동

산 시장이 변동하며 새로운 지점에서 균형을 이룬다.

임대료의 결정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4

사분면 모형에서는 1사분면(North-East)이 임대료 결정 과정에 해당한

다. 1사분면에서 공급량은 다른 경제적 여건들과 함께 임대료를 결정하

게 되는데, 실제 부동산 시장은 비유동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결정 과

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임대료의

수많은 경제적 요인들이 변수로 작용하므로 현실에서는 임대료 결정요인

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세계가 공간적으로 통합되면서 부동산 및 오피스 시장도 지역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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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완화되고 시장 참여자가 확대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 Bardhan et

al.(2007)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은 기술적 측면, 투자 측면, 수요 측면 등

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리적 접근성의 향상, 증권화로 인한 유

동성 증가와 국제 금융시과의 통합으로 인하여 시장 수요자도 국내에 한

정되지 않고 점차 세계 각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연결성 향상으로 인

하여 도시 간의 공간적 거리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현상과 방향성을 같

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특성의 완화와 관련해서 Wang et

al.(2010)은 경제적 개방성이 증가할수록 부동산 시장이 성장한다고 주장

했는데, 이들의 연구에서 중국의 35개 도시를 패널 분석한 결과 경제적

개방성(economic openness)이 1% 향상할수록 부동산 가격이 0.282%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긴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임대료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임대료는 이론적으로 공간 시장에서 공급자와 임차인의 공급 및 수요

가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되지만, 3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실제로

는 임대료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임대료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공실률, 건축적 요인,

거시경제변수 등 주요 변수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져 왔다.

1) 임대료의 동태성에 관한 연구

부동산 및 오피스 시장 연구에서 임대료 변동성의 변화 방향 또는

그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려는 논의가 오랜 동안 이루어져 왔다.

Ozanne and Thibodeau(1981)는 미국 대도시권들의 주택 임대료를 공

급 및 수요방정식으로 분석하여 장기적 요인들이 단기 임대료 변동을 설

명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Roback(1982)은 임금과 임대료에 대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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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모형을 분석하면서 지역 편의시설(amenity)의 입지를 주요 결정요

인으로 보고, 편의시설이 토지 가격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한 기존의 연

구 결과를 반박하였다. Potepan(1996)은 미국 대도시권의 주택가격, 임대

료 및 토지가격의 변동성 원인을 분석하여 가구소득 및 건설비용을 주요

결정요인으로 파악하였고, Sivitanidou(1995, 2002)는 오피스 임대료 결정

과정을 과거 기업 수요 측면을 위주로 분석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토지의

용도지역제(Zoning) 및 밀도 제한 등 공급 측면과 근로자들에 대한 편의

성을 함께 고려하여 임대료 장기 균형 모델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

하였다. 특히 Sivitanidou(2002)에서는 미국 주요 대도시권을 분석한 결

과 도심지와 공항, 고속도로 접근성 등과 같은 오피스 수요자 측면만 임

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수준이나 범죄율 등 공급자 측면

도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에서는 대상과 방법을 달리하여 임대료 변동성의 원인

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임대료의 결정 요인으로 개별 연구마다 다양한

변수와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임대료가 고려해야 될 다양한 변수와 거래 비용을 지닌

비효율적 시장 구조로 인하여 단기 균형을 이루지 못하며, 그로 인해 가

격이 한 지점에 수렴하지 못하고 변동하는 동태성을 지닌다는 점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공통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임대료와 공실률 간 관계에 관한 연구

공실률은 임대료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변수로, 임대료와

공실률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분석방법과

대상지역에 따라서 결과 해석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임대료와 공실률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맥락 중 하나는 조정 과정

(adjustment process)에 있다. 조정 과정은 최초로 설명한 학자는

Smith(1974)로, 그는 임대료와 공실률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반비례하

는 관계에 있고 임대료가 시장의 수요·공급 함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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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는 공실률에 의해 임대료가 변화한다고 하였는데, 캐나다 도시들

을 대상으로 조정과정을 검증하여 통계적으로 강한 유의성이 있음을 보

였다. 그의 논의는 Rosen(1984), Shilling et al.(1987), Glascock(1990),

Hendershott(1992), Hendershott et al.(1999)에 의하여 공간적 배경을 달

리하며 검증되었다. Rosen(1984)은 공간 수요의 변화에 따른 시장 조정

과정이 공실률로부터 임대료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Shilling et

al.(1987)도 미국 1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시적 연구로 임대료와 공실

률 변동이 밀접하게 연관됨을 재확인하였다. Glascock et al.(1990)은 오

피스 등급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 도시들의 임대료-공실률 관계를 회귀

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관계수가 모든 등급에서 음(-)의 부호로

나오는 결과를 보여, 오피스 등급별로도 공실률과 임대료 관계의 강건성

(robustness)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있다. Hendershott(1996)은 1970년∼

1992년 기간에 대해 시드니 오피스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서 조정되는 과

정을 탐색하고, Hendershott et al.(1999)은 런던 오피스 임대시장에서 조

정과정에 의해 임대료 변화 및 공급물량 변동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여

기서 오피스 수요의 결정요인은 임대료와 사무직 종사자로 나타났다.

공실률의 임대료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Hekman(1985)와

Mills(1992)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Hekman(1985)는 프라임 오피스를

분석하여 주된 시장활동이 지역 시장(local market)에서 이루어지며, 공

실률로부터 임대료로 시장 활동 과정이 진행된다고 하였다. Mills(1992)

의 경우 시카고 지역 543개 오피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실률을 임

대료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앞서 임대료와 공실률이 연

관되어(linked) 있다고 한 Smith(1974)의 주장을 임대료를 독립변수로 한

관점에서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공실률의 변화 양상을 탐색한 학자들로는 Wheaton and

Torto(1988), Voith and Crone(1988), Sivitanides(1997)가 있다. Wheaton

and Torto(1988)는 1968년∼1986년 기간의 임대료 지수를 분석하여 실질

임대료의 변화가 자연공실률과 실제 공실률의 차이에 비례하며, 공실률

과 임대료 관계에서 자연공실률이 시간에 따라 선형으로 변화한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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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Voith and Crone(1988)은 17개 대도시권역의 공실률을 시장 특성,

시간 특성, 임의적 요소들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자연공실률이 권

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하여, 지역 특성을 자연공실률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보았다. Sivitanides(1997)도 Wheaton ans Torto(1988)에 대하

여 자연공실률이 선형으로만 변하는 것은 아니며, 오피스 흡수면적, 종사

자 수 증가율, 신규공급, 공실률 증감 자연공실률 결정에 등 다양한 요인

이 반영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공실률과 임대료가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서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시적 관점에서는 논의가 일치한다. 임

대료-공실률 조정 과정도 여러 선행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입증되고 있으

며, 임대료 결정요인 연구에서 공실률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연공실률의 주요 결정 요인과 시계열적 변화 양상, 오

피스 수요의 결정요인 등 공실률과 관련된 각론적 논의에서는 지역적 특

성과 고려하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3) 임대료와 국내총생산 간 관계에 관한 연구

임대료와 국내총생산의 관계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고찰되고 있으며

분석 방법도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패널 분석, 그랜저 인과검정 등으

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Gardiner and Henneberry(1991)는 영국의 임대료 조정과정(rent

adjustment)에서 동년도 뿐 아니라 전년도의 지역 GDP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이를 회귀식으로 분석하여 높은 설명력을 얻었다. Brounen

and Eichholtz(2004)의 글로벌 오피스 시장 연구에서 GDP 성장률은 실

질임대료 성장률과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고, Brounen and Jennen(2008)

의 패널 모형에서는 유럽 10개 도시의 임대료를 분석하여 국내총생산이

장기와 단기, 그리고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Muller and Peister(2015)도 GDP 성장률이 오피스 점

유율(occupancy rate)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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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계 28개 오피스 시장에서 오피스 점유율은 경기순환 시차(cycle

lag)를 두고 임대료와 상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GDP 성장률과 임대료 간에도 오피스 점유율을 매개로 한 간접적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연구에서는 이상경 외(2009), 장영길 외(2010), 정유신 외(2010),

전해정(2012)의 연구에서 국내총생산이 임대료 결정에 영향을 주며, 부

호 검정시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경 외(2009)는 국내총생산을 임

대료 결정 변수로 고려하여 도심권(CBD), 강남권(GBD), 여의도권(YBD)

에 양(+)의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였다. 장영길 외(2010)의 연구에서는

그랜저 인과검정에서 경제성장률이 임대료에 대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유신 외(2010)는 반복매매모형으로 구성된 오피스 임대료지

수에 대해 실질 국내총생산이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실증 분석하

였다. 전해정(2012)도 임대료에 대한 국내총생산의 영향을 양(+)으로 가

정하고 충격반응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가정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국내총생산은 임대료와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 변수로 나타나며, 회귀모형 분석에서는 임

대료에 동행 또는 선행하여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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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대상 도시의 분석

1. 연구 대상 도시 선정

연구 대상 도시는 세계 50개 도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륙별

로는 유럽 26개 도시, 아시아 10개 도시, 북미 14개 도시로 나누어진다.

위 도시들은 소재 국가 및 지역에서 수도이거나 주요 도시로서 강한 영

향력을 지니고 있는 도시들이다.

[표 2] 도시 분류표(Classification of Cities)

분류 도시 도시 수 분류 도시 도시수

Alpha++
London

2
Alpha-

Taipei

14
New York Munich

Alpha+

Hong Kong

6

Stockholm
Paris Prague
Singapore Atlanta
Shanghai

Beta+

Lison

11

Tokyo Copenhagen
Sydney Hamburg

Alpha

Chicago

8

Dusseldorf
Milan Montreal
Moscow Philadelphia
Frankfurt Budapest
Toronto Berlin
Los Angeles Luxembourg
Madrid Houston
Amsterdam Bucharest

Alpha-

Seoul

14

Beta
Ho Chi Minh City

2
San Francisco Vancouver
Istanbul

Beta-

Bratislava

4
Warsaw Riga
Washington D.C. Hanoi
Barcelona Calgary
Bangkok

Gamma
Vilnius

2
Boston Tallinn
Dublin High Sufficiency Ottawa 1

(출처 : GaWC, 2012에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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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GaWC(Globalization and World Cities) 연구

그룹은 도시의 영향력을 환산하여 Alpha++, Alpha+, Alpha 등 12개로

나누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GaWC에서 발표한 도시 순위 중 가장 최

근인 2012년을 기준으로 대상 도시를 선정하였다. 각 도시의 분류는 위

[표 2]와 같다. 연구 대상 도시에서는 Alpha++ 2도시, Alpha+ 6도시,

Alpha 8도시, Alpha- 14도시 등 Alpha 등급의 영향력을 가진 도시가 30

도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Beta+ 11도시, Beta 2도시, Beta- 4도시

등 Beta 등급이 17도시로, Alpha와 Beta 등급의 도시가 전체 50개 도시

중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Gamma는 2도시, 세계 도시로 분류되기

위한 증거(evidence)가 높은 수준으로 충족된다는 의미의 High

Sufficiency는 1도시로 나타났다.

2. 도시별 데이터 구축

주택시장의 경우 각국 정부에서 조사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장

기간의 시계열 데이터를 비교적 쉽게 구축할 수 있다. 반면 상업용 부동

산에 속하는 오피스 데이터의 경우 부동산 서비스 회사에서 수집할 수

있으나, 시계열적으로 오랜 기간 누적된 데이터를 모으기가 어려운 자료

구축상의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회사인 Cushman & Wakefield의 리포

트를 토대로 2009년에서 2014년까지의 연간 임대료를 작성하였고,

Colliers의 리포트로부터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연간 공실률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 데이터로부터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연구 대상 도시들의 연결성을 연 단위로 산출하였다. ICAO

항공 데이터는 매년 운항한 모든 항공편의 출발지, 도착지, 개별 항공편

좌석수, 운항거리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독립변수로 사용한 연결성

지표는 세 가지이며 각각 항공 좌석수(Seats), 항공편수(Departure), 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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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리(ASKs, Available Seats Kilometers)이다.

거시경제변수인 국내총생산(GDP) 및 인플레이션율(CPI)은 세계은행

(World Bank)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연도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3. 변수의 선정

1) 종속변수의 선정

종속변수로는 각 연도별로 실질임대료의 변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실질임대료 성장률을 선정하였다. 실질임대료 성장률의 산정 과

정은 아래와 같다.

데이터 구축시 수집한 자료는 명목임대료(nominal rent)로, 물가상승

률을 고려하여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로 나누면 인

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임대료(real rent)를 구할 수 있다.

실질임대료  소비자물자지수 
명목임대료   --------- <식 1>

실질임대료 성장률(real rent growth)은 한 해의 실질임대료를 1년 전

의 실질임대료로 차감하고, 이 값을 다시 1년 전 실질임대료로 나누어

구하였다. 실질임대료 성장률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2>와 같다.

실질임대료 성장률   년도 실질임대료
년도 실질임대료  년도 실질임대료

--------- <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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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의 선정

독립변수 중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고자 하는 변수는 연결성 지표

이다. 2장 2절의 연결성 관련 선행연구 고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항공

연결망의 발달은 공간적 통합 효과를 가져왔으며, 도시 간의 위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피스 시장이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지니는 만큼, 항공 연결성의 향상은 오피스

시장에 양의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ICAO(2014)와 PwC(2013)의 항공 연결성에 대한 정의에서는 연

결성의 판단 기준으로 연결망의 집중도와 편리성, 승객 및 좌석수로 측

정되는 수송 능력이 평가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독립변수가 되는 연결성 지표로 항공 좌석수(Seats), 항공편수

(Departure), 총운항거리(ASKs : Available Seats Kilometers)의 세 가지

변수를 선정하였다. 개별 변수들은 각각 ICAO의 데이터로부터 다음과

같은 산출 과정을 거쳐 도시별로 구축되었다.

  
  

  
  

   ---------- <식 3>

연간 도시별 항공 좌석수는 위 식과 같이 산출하였는데  는 한 연

도의 i도시행 항공편,  는 i도시행 항공편별 좌석수를 표현하였다.

 × 의 총합으로 i도시행 항공편의 연간 좌석수를 산출하였다.  는

i도시발 항공편,  는 i도시행 항공편별 좌석수를 표현하였으며 같은

방식으로 i도시발 연간 좌석수를 산출하였다. 연간 도착한 항공편과 출

발한 항공편의 합으로 i도시에 발착한 항공편의 연간 총 좌석수를 구하

였다.

   
  

 
  

  ----------- <식 4>



- 22 -

연간 항공편수는 연도별 i도시행 항공편의 총합과 i도시발 항공편의

합으로 산출하였다.

  
  

   
  

    ----------- <식 5>

연간 총운항거리도 동일한 방식으로 연도별 i도시행 항공편의 총운항

거리와 i도시발 항공편의 총운항거리를 합산하여 구하였다. 연간 좌석수

( × )에 항공편당 운항거리인  를 곱한 값이 i도시행 항공편의 총

운항거리이며, i도시발 항공편 총운항거리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였다.

위 연결성 지표들은 산출과정에서 항공편수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항공좌석수는 편당 좌석수를, 총운항거리는 좌석수와 운항거리를

가중평균한 것으로 세 지표 모두 그 수치가 클수록 다른 도시와의 연결

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실률은 Smith(1974)의 연구 이후 다양한 시간 및 공간적 배경을 대

상으로 임대료와의 관계에서 검토되는 변수이다. 선행연구에서 공실률은

임대료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공간 시장의 수요 및 공급 측면을 복합적으로 반

영하는 변수여서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국내총생산은 Gardiner and Henneberry(1991), Brounen and

Eichholtz(2004), Brounen and Jennen(2008) 등의 연구에서 임대료와 양

의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며, 단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국내

총생산을 임대료의 결정에 관여하는 거시경제변수의 대표적인 지표로 보

고, 표본 집단 내에서 개별 도시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1인당 국내총

생산(GDP per capita)의 형태로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이상에서 선정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변수명 및 시간적 범위, 빈

도, 출처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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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독립변수

실질임대료 성장률
연결성 공실률 GDP per capita

+ - +

[표 3]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선정

지표 변수 시간적 범위 빈도 출처

종속변수
실질임대료

성장률

프라임 오피스

임대료
2010년∼2014년 연간

Cushman &

Wakefield

독립변수

공실률
프라임 오피스

공실률
2010년∼2014년 연간 Colliers

항공 연결성

항공 좌석수 2010년∼2014년 연간 ICAO

항공편수 2010년∼2014년 연간 ICAO

운항거리 2010년∼2014년 연간 ICAO

거시경제변수
1인당 국내총생산

(GDP per capita)
2010년∼2014년 연간 World Bank

4. 실질임대료 성장률에 대한 독립변수별 효과

선행연구 및 기초통계 분석에서 관측된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실질임

대료 성장률에 대한 독립변수별 효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임대료에 대한 변수별 예상 효과

독립변수 중 연결성은 항공 연결망을 통해 다른 도시와에 얼마나 긴

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결성 변수로 선정한 항공

좌석수, 항공편수 및 총운항거리가 크게 나타날수록 오피스 공간 수요가

늘어나 임대료에 양(+)의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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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률은 높게 나타날수록 오피스 수요 감소 또는 공급 증가를, 낮게

나타날수록 오피스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를 나타내므로 임대료에 부

(-)의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국내총생산(GDP)은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생산활동을

연 단위로 평가한 지표이며, 국내총생산의 증가는 임대료의 부담 능력과

오피스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은 국내총생산을 1인당 소득수준으로 환산한 값으로, 인구의 급격

한 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총생산과 동행성을 보이는 지

표이므로 임대료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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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패널 모형 분석

1. 분석 모형

1) 관계식 설정

실증 분석을 위한 관계식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모형으로 설정하였

다. 모형 간 차이점은 종속변수인 임대료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연결

성 지표를 각각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모형 1은 항공좌석수를, 모형 2는

항공편수를, 모형 3은 총운항거리를 연결성 변수로 사용하였다.

모형 1 : 오피스 실질임대료 성장률 = f(항공좌석수, 공실률, 1인당 국내총생산)

모형 2 : 오피스 실질임대료 성장률 = f(항공편수, 공실률, 1인당 국내총생산)

모형 3 : 오피스 실질임대료 성장률 = f(운항거리, 공실률, 1인당 국내총생산)

2) 패널 분석의 개요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데이터는 세계 주요 도시의 임대료 등 변수들을

2009년에서 2014년까지 6개 연도에 대해 누적하여 구축한 것으로, 패널

자료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패널 모형은 횡단면(Cross-section) 데이터

가 시계열(Time-series) 형태로 누적된 데이터로, 두 가지 유형의 데이

터가 지닌 장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패널 데이터가 지닌 대표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에 내재하고 있는 개체 이질성(individual heterogeneity)

및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Baltagi, 2001) 따라서 횡단면 데

이터나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관찰되지 못하는 효과들을 측정할 수 있다.

둘째, 데이터 분석시 누락된 변수(omitted variables)에 대한 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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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정효과모형
(Fixed-Effect
Model)

확률효과모형
(Random-Effect

Model)

일원오차성분모형
(One-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
Ⅰ Ⅱ

이원오차성분모형
(Two-way Error Component

Regression Model)
Ⅲ Ⅳ

가능하다는 점이다. 패널 데이터의 사용은 기간별 동태성과 전체 표본

내에서의 개체 특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결측되거

나 관찰되지 못한 변수들에 대한 효과를 더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Hsiao, 2003)

패널 모형을 회귀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식 6>

(      , 개체 =1,2,………N, 시간 =1,2,………T)

 = 관찰되지 않은 개체특성 효과(unobservable individual effect)

 = 관찰되지 않은 시간 효과(unobservable time effect)

  = 확률적 교란항(remainder stochastic disturbance term)

패널 모형은 오차항을 가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고정효과모형

(Fixed-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으로 분류

되며, 오차항을 고려하는 방식에 따라 일원오차성분모형(One-way Error

Component Model)과 이원오차성분모형(Two-way Error Component

Model)로 분류된다. 따라서 패널 모형은 [표 5]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

로 나뉘게 된다.

[표 5] 패널 모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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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효과모형 및 확률효과모형 중 더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실시하게 된다. 하우스만 검정의 귀무

가설은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추정량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

는 것으로, 귀무가설이 기각될 경우 확률효과모형은 적절하지 않으며 고

정효과모형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하우스만 검정은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되는데, 분포를 따르고 (n-1)

의 자유도를 가지게 된다. (이희연·노승철, 2013)

      ′        ----------- <식 7>

  : 고정효과 모델에 의해 추정된 모수 값들의 행렬

  : 확률효과 모델에 의해 추정된 모수 값들의 행렬

      : 고정효과 모델과 확률효과 모델에서의 분산행렬

2. 기술통계

1) 변수들의 기술통계

대상기간인 2010년에서 2014년의 종속변수인 세계 주요 도시의 실질

임대료 성장률 및 각 독립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6]와 같이 나타났

다.

종속변수인 실질임대료 성장률의 평균은 -1.9%로 음의 부호를 보였

으며, 최대값은 57.9%, 최소값은 -37.2%의 성장률을 보였다.

독립변수 중 항공좌석수는 최대값이 187,315,563석, 최소값이

1,196,655석으로 나타났으며 항공편수는 최대 연간 1,241,442편에서 최소

7,555편이 개별 도시에서 출발 및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운항거리

는 최대값이 연간 583,107,513,824km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이

1,520,455,692km였다. 세 연결성 변수 모두 최대값과 최소값의 편차가 모

두 매우 크게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총운항거리의 경우에에는 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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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N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종속변수 실질임대료
성장률 250 -0.019 0.116 0.579 -0.372

독립변수

항공좌석수 250 53283330 42546524 187315563  1196655  

항공편수 250 358790 283834 1241442  7555  

총운항거리 250 134639094033 132030937214 583107513824 1520455692

공실률 250 11.21  5.12 39.14  3.00  

1인당
국내총생산 250 37465.29 20696.17 116612.88  1333.58

[표 6]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가 다른 두 값에 비해 훨씬 확대되었다. 총운항거리별 차이가 크다는 것

은 표준편차가 평균과 거의 유사한 크기를 보여 다른 변수들에 비해 가

장 큰 표준편차를 갖는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운항거

리를 고려할 연결성의 차이가 도시별로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실률의 평균은 11.21%이나, 최대값이 39.14%, 최소값이 3%로 지역

별 및 시간대별로 큰 공실률 차이가 존재하였다. 국내총생산의 경우에도

평균은 37,465달러이나 최대값이 116,613달러, 최소값이 1,334달러로 세계

도시들 간의 소득 또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 변수들의 시계열적 변화 양상

임대료는 종속변수인 실질임대료 성장률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기

초 자료로, 임대료의 50개 도시별 통계량은 [표 7] 및 [표 8]와 같이 나

타났다.1) 본 연구에서는 환율 변동성이 임대료 수치를 교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통화로 표기된 임대료 데이터를 통계분석에 사용

1) [표 8]의 도시별 임대료 단위는 소속 국가의 통화로 표시되었으며, 모스크바
와 이스탄불은 Cushman & Wakefield의 원 데이터에 따라 예외적으로 달러
화로 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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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본 절에서는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달러화로 환산된 임대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7]에서는 임대료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관측되는

데 파리, 모스크바, 도쿄, 싱가포르는 임대료가 가장 높을 때 평방피트

(square feet)당 100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탈린, 리가,

빌뉴스, 토론토, 몬트리올는 임대료 가장 높을 때에도 평방피트당 30달러

미만, 최저치일 때 평방피트당 20달러 미만으로 파리 등과 약 3배에서 5

배 수준의 임대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변동성에

있어서도 필라델피아의 경우 평균 27.11달러의 임대료 대비 0.47의 낮은

표준편차를 보이는 반면, 더블린은 평균 47.59달러의 임대료 수준을 보이

나 표준편차가 13.10로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값과 최소값을

비교해 보아도 2배가 넘는 임대료 차이가 관측된다. 이와 같은 도시별

임대료 차이를 볼 때, 전반적으로 임대료에 지역적 특성이 크게 나타나

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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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도시별 임대료 기초통계 (단위 : 달러)

대륙 도시명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Europe

Prague 36.93 30.39 32.37 2.27
Copenhagen 35.75 29.22 31.86 2.34
Tallinn 25.68 17.2 19.77 2.97
Paris 103.72 93.14 98.49 3.94
Berlin 35.27 31.12 32.78 1.42
Frankfurt 61.13 49.2 53.96 4.10
Hamburg 37.55 33.65 35.68 1.48
Munich 49.36 43.37 46.44 2.26
Dusseldorf 42.25 34.4 36.66 2.66
Budapest 31.55 27.26 28.71 1.39
Dublin 75.04 37.02 47.59 13.10
Milan 73.28 60.81 65.93 4.28
Riga 27.83 17.37 20.24 3.67
Vilnius 26.31 19.16 21.65 2.38
Luxembourg 69.13 54.99 60.14 4.41
Amsterdam 50.01 43.32 46.16 2.32
Warsaw 46.32 35.13 38.85 3.56
Lisbon 31.35 26.77 28.75 1.62
Bucharest 33.56 26.77 29.37 2.33
Moscow 153.62 93.14 130.62 22.67
Bratislava 28.94 22.78 25.45 2.21
Madrid 64 36.01 44.42 9.55
Barcelona 40 26.46 30.53 4.86
Stockholm 59.95 50.28 56.37 3.49
Istanbul 49.05 39.02 44.34 4.06
London_City 95.23 70.14 84.94 7.63
Sydney 67.99 50.55 59.00 6.01

Asia-Pacific

Shanghai 49.61 27.09 41.12 8.02
Hong_Kong 99.4 57.64 84.56 14.31
Tokyo 129.79 90.69 115.20 15.44
Singapore 101.56 57.64 82.15 13.22
Seoul_CBD 32.22 27.01 30.19 1.91
Taipei 29.82 26.41 28.17 1.11
Bangkok 28.85 22.91 26.15 1.94
Ho_Chi_Minh_City 45.04 34.57 37.78 3.58
Hanoi 48.73 31 39.19 6.26

North

-America

Toronto 25.81 19 23.01 2.46
Montreal 21.13 18.32 19.60 1.00
Calgary 37.46 25.55 30.96 3.92
Vancouver 40.78 29.9 34.06 3.35
Ottawa 26.87 23.21 24.78 1.31
Atlanta 30.67 20.23 24.88 4.23
Boston 61.7 44.21 52.16 6.80
Chicago 40.48 37.32 38.48 1.08
Houston 40.09 36.63 38.50 1.07
Los_Angeles 52.14 40.56 44.71 4.57
New_York_Downtown 59.4 44.52 49.05 5.60
Philadelphia 27.57 26.19 27.11 0.47
San_Francisco 58.4 38.33 48.15 7.69
Washington_D_C 64.62 51.69 58.79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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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도시별 임대료 기초통계

대륙 도시명 단위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Europe

Prague EUR 36.93 30.39 32.37 2.27
Copenhagen DKK 35.75 29.22 31.86 2.34
Tallinn EUR 25.68 17.2 19.77 2.97
Paris EUR 103.72 93.14 98.49 3.94
Berlin EUR 35.27 31.12 32.78 1.42
Frankfurt EUR 61.13 49.2 53.96 4.10
Hamburg EUR 37.55 33.65 35.68 1.48
Munich EUR 49.36 43.37 46.44 2.26
Dusseldorf EUR 42.25 34.4 36.66 2.66
Budapest EUR 31.55 27.26 28.71 1.39
Dublin EUR 75.04 37.02 47.59 13.10
Milan EUR 73.28 60.81 65.93 4.28
Riga EUR 27.83 17.37 20.24 3.67
Vilnius EUR 26.31 19.16 21.65 2.38
Luxembourg EUR 69.13 54.99 60.14 4.41
Amsterdam EUR 50.01 43.32 46.16 2.32
Warsaw EUR 46.32 35.13 38.85 3.56
Lisbon EUR 31.35 26.77 28.75 1.62
Bucharest EUR 33.56 26.77 29.37 2.33
Moscow USD 153.62 93.14 130.62 22.67
Bratislava EUR 28.94 22.78 25.45 2.21
Madrid EUR 64 36.01 44.42 9.55
Barcelona EUR 40 26.46 30.53 4.86
Stockholm SEK 59.95 50.28 56.37 3.49
Istanbul USD 49.05 39.02 44.34 4.06
London_City GBP 95.23 70.14 84.94 7.63
Sydney AUD 67.99 50.55 59.00 6.01

Asia-Pacific

Shanghai RMB 49.61 27.09 41.12 8.02
Hong_Kong HKD 99.4 57.64 84.56 14.31
Tokyo JPY 129.79 90.69 115.20 15.44
Singapore SGD 101.56 57.64 82.15 13.22
Seoul_CBD KRW 32.22 27.01 30.19 1.91
Taipei TWD 29.82 26.41 28.17 1.11
Bangkok THB 28.85 22.91 26.15 1.94
Ho_Chi_Minh_City VND 45.04 34.57 37.78 3.58
Hanoi VND 48.73 31 39.19 6.26

North

-America

Toronto CAD 25.81 19 23.01 2.46
Montreal CAD 21.13 18.32 19.60 1.00
Calgary CAD 37.46 25.55 30.96 3.92
Vancouver CAD 40.78 29.9 34.06 3.35
Ottawa USD 26.87 23.21 24.78 1.31
Atlanta USD 30.67 20.23 24.88 4.23
Boston USD 61.7 44.21 52.16 6.80
Chicago USD 40.48 37.32 38.48 1.08
Houston USD 40.09 36.63 38.50 1.07
Los_Angeles USD 52.14 40.56 44.71 4.57
New_York_Downtown USD 59.4 44.52 49.05 5.60
Philadelphia USD 27.57 26.19 27.11 0.47
San_Francisco USD 58.4 38.33 48.15 7.69
Washington_D_C USD 64.62 51.69 58.79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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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종속변수인 실질임대료 성장률의 기초통계이다. 가장 큰 최

대값을 가지는 지역은 상하이로 한 해 58%에 달하는 실질임대료 성장률

을 보였다. 반면 최대값이 가장 낮은 프라하는 -1.4%로, 실질임대료 성

장률이 제일 높았던 해에도 실질임대료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소값이 가장 높은 도시는 룩셈부르크로 제일 성장률이 저

조했던 해에도 실질임대료가 3.5% 가 상승하였다. 룩셈부르크와 최소값

이 0%인 스톡홀름을 제외한 다른 모든 도시는 음의 최소값을 가지는데,

이것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 도시의 실질임대료가 전년 대비 하락하

였다는 것을 뜻한다. 가장 낮은 최소값을 보인 도시는 하노이로, -22.3%

를 기록하였다.

평균의 최대값을 살펴보면 룩셈부르크가 15.6%로 연평균 가장 높은

실질임대료 성장률을 보였으며 최소값은 마드리드로 -7.5%의 연평균 성

장률을 나타내었다.

표준편차가 가장 높은 도시는 시드니이며 0.285로 나타났고 가장 낮

은 도시는 부다페스트로 0.011이어서, 표준편차의 도시 간 차이도 뚜렷하

였다.

[그림 4] 실질임대료 성장률의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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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도시별 실질임대료 성장률 기초통계

대륙 도시명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Europe

Prague -0.014 -0.075 -0.043 0.022
Copenhagen 0.038 -0.027 0.007 0.021
Tallinn 0.085 -0.157 -0.018 0.089
Paris 0.086 -0.029 0.026 0.042
Berlin 0.008 -0.079 -0.030 0.033
Frankfurt 0.117 -0.015 0.057 0.052
Hamburg 0.006 -0.042 -0.009 0.018
Munich 0.035 -0.020 0.015 0.018
Dusseldorf 0.090 -0.106 -0.001 0.072
Budapest 0.011 -0.017 -0.002 0.011
Dublin 0.154 -0.165 0.025 0.118
Milan 0.071 -0.085 -0.034 0.057
Riga 0.159 -0.042 0.053 0.082
Vilnius 0.172 -0.010 0.079 0.068
Luxembourg 0.295 0.035 0.156 0.096
Amsterdam 0.124 -0.024 0.041 0.055
Warsaw 0.068 -0.058 -0.004 0.047
Lisbon 0.053 -0.035 0.014 0.028
Bucharest -0.011 -0.103 -0.036 0.036
Moscow 0.120 -0.073 -0.023 0.073
Bratislava -0.009 -0.101 -0.062 0.037
Madrid 0.001 -0.135 -0.075 0.056
Barcelona -0.012 -0.100 -0.043 0.032
Stockholm 0.046 0.000 0.018 0.017
Istanbul 0.077 -0.081 0.003 0.071
London_City 0.195 -0.025 0.036 0.081
Sydney 0.439 -0.197 0.102 0.285

Asia-Pacific

Shanghai 0.580 -0.027 0.107 0.228
Hong_Kong 0.318 -0.044 0.078 0.134
Tokyo 0.096 -0.130 -0.016 0.088
Singapore 0.311 -0.099 0.064 0.173
Seoul_CBD 0.012 -0.065 -0.026 0.027
Taipei 0.089 -0.132 -0.047 0.078
Bangkok 0.078 -0.111 -0.012 0.064
Ho_Chi_Minh_City 0.029 -0.174 -0.054 0.078
Hanoi 0.073 -0.233 -0.058 0.102

North

-America

Toronto 0.093 -0.032 0.023 0.051
Montreal 0.012 -0.057 -0.020 0.029
Calgary 0.280 -0.063 0.085 0.144
Vancouver 0.344 -0.027 0.128 0.141
Ottawa 0.018 -0.062 -0.020 0.036
Atlanta 0.130 -0.061 0.024 0.085
Boston 0.128 -0.055 0.061 0.067
Chicago 0.060 -0.114 -0.019 0.066
Houston 0.004 -0.102 -0.030 0.038
Los_Angeles 0.177 -0.056 0.055 0.093
New_York_Downtown 0.153 -0.075 0.032 0.088
Philadelphia 0.133 -0.013 0.047 0.057
San_Francisco 0.183 -0.132 0.028 0.118
Washington_D_C 0.062 -0.172 -0.045 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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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실질임대료 성장률의 기초자료인 임대료에서 도시별 편차가 크

게 나타났기 때문에, 실질임대료 성장률로 환산한 후에도 여러 지표의

비교에서 여전히 도시별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4]에서는 실질임대료 성장률의 비교를 위하여 전체 50개 도시를

대륙별로 구분하여 유럽, 아시아, 북미의 세 그룹에 대해 연도별 성장률

추이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시계열적 변화를 보면 연도별로 상이한

데, 2010년에는 세 그룹 모두 실질임대료 성장률이 -15% 내외로 가장

낮았으며 2011년에는 유럽 -0.3%, 아시아 -0.7%, 북미가 1.7%로 전년도

성장률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였다. 2012년에는 세 대륙 모두 1%대 양의

성장률을 보이고, 2013년에 음의 성장률로 돌아섰다가 2014년에 다시 유

럽 1.6%, 아시아 3.4%, 북미 3.5%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그래프의 형

태는 시계열적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변동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룹 간 실질임대료 성장률을 비교하면 지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

륙별 성장률은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1년에 북미가 다른 대륙과

달리 양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2014년에 유럽의 성장률이 타 대륙에

비해 낮았던 것을 제외하면 대륙 간의 성장률 값과 부호의 방향은 대부

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의 오피스 시장이 개별

적 특성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 요인에 반응하여 변동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종속변수들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5]는 연결성

지표 중 항공 좌석수의 연도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종속변수 그래프

와 마찬가지로 유럽, 아시아, 북미 도시들의 시계열적 변화를 나타내었

다.

항공 좌석수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 모든 대륙에서 예외 없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였다. 이것은 세계 전체 뿐 아니라 지역별 항공 연결성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대륙별 좌석수를 비교하면 북미가 가장 많고 아시아, 유럽의 순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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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며 이 결과 또한 매년 변동이 없이 일정하였다. 2014년 평균 좌석수

를 기준으로 북미는 4,854만 석, 아시아는 4,495만 석, 유럽은 4,341만 석

으로, 좌석수를 기준으로 한 북미 대륙의 연결성이 아시아나 유럽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항공 좌석수의 연도별 변화

[그림 6]는 항공편수의 연도별 변화를 나타내었다. 항공편수는 2010년

에서 2011년에 대륙별로 1만 석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서 2013년

까지 공통적으로 근소하게 하락하다가 2014년에 유럽 약 6천 석, 아시아

약 7천 석, 북미 약 9천 석이 다시 증가하였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중간 기간의 항공편수 하락이 매우 완만한 반면, 2010년과 2014년에는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대륙별로는 좌석수와 동일하게 도시별 평균 항공편수도 북미, 아시아,

유럽의 순으로 나타나며, 시계열적 변동 패턴도 세 대륙 모두 동일하다.

다만 2011년에서 2013년까지 항공편수가 하락했을 때 북미는 평균 약 1

천 편 하락에 불과하였으나 아시아는 4천 편, 유럽은 5천 편이 감소하여

연결성이 낮은 대륙일수록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7]에서는 총운항거리의 연도별 및 대륙별 변화를 나타내었다.

다른 연결성 지표와 마찬가지로 전체 기간에 대하여 모든 대륙에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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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연도별로 2012년에 모든 대륙에서 경미하게 총

운항거리 감소가 있었으며, 다른 모든 연도에서는 공통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6] 항공편수의 연도별 변화

[그림 7] 총운항거리의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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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운항거리에서도 대륙별 순위는 북미, 아시아, 유럽의 순으로 나타났

다. 2014년을 기준으로 북미 도시의 1년 평균 총운항거리는 1,149억km

로, 아시아 평균인 1,068억km와 유럽 평균인 1,002km보다 더 긴 거리를

운항하였다.

이상의 세 연결성 지표에서는 공통적으로 북미, 아시아, 유럽의 순서

로 항공 연결성이 뛰어났으며, 특히 북미의 경우 아시아나 유럽 도시들

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북미 국가들인 미국이나 캐나다, 그

리고 이 국가들 내 도시들의 주요 이동 수단이 항공 교통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타당하다. 또한 아시아 도시들의 연결성이 유럽 도시들보

다 높게 나타나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것은 연결성을 중심으

로 한 평균적인 도시의 영향력에서 아시아 도시들이 유럽 도시들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의미이며, Matsumoto et al.(2004), Derudder and

Taylor(2016)가 아시아 도시들의 점진적인 위계 강화 및 연결성 상승을

주장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림 8] 공실률의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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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률의 연도별 및 대륙별 변화는 [그림 8]과 같다. 모든 대륙에서

2012년 한 해에만 공실률의 미세한 상승이 있었으며, 다른 해에는 공실

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인 시계열 추세는 하락세를 나타내었

다. [그림 4]에서 실질임대료 상승률이 전체 기간에 대해 증가 추세를 보

였기 때문에, 공실률과 임대료 간의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이론

적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륙별 평균 공실률의 차이는 매우 미세하였으며, 추세와 공실률 수

치 모두에서 매년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14년을 기준으로

유럽이 10.4%로 근소하게 높았으며, 아시아 10.1%, 북미 10.0%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9] 1인당 국내총생산의 연도별 변화

1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의 연도별 및 대륙별 변화는 [그림

9]와 같이 나타났는데, 모든 대륙에서 2012년에 큰 하락이 있었지만 다

른 해에는 모두 증가하여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

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유럽, 북미의 순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도시들은 홍콩, 싱가포르 등 도시 국가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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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 Fixed-Effect Model

rrentg Coefficient Std. Error t P>|t|

Seats 1.50e-09 1.74e-09 0.86 0.389

Vacancy*** -.0109581 0.0029597 -3.70 0.000

GDP per capita** 7.72e-06 3.78e-06 2.04 0.042

Constant -0.2672215 0.1620057 -1.65 0.101

Observations 250

*p<0.1, **p<0.05, ***p<0.01

를 띤 금융 중심지이거나, 도쿄, 서울 등 한 국가의 경제 활동이 집중된

도시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기능의 집중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덜

한 타 대륙들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독립변수들의 연도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에 연결성 변수들 및 1인당 국내총생산은 상승하는 추세를, 공실률은 하

락하는 추세를 각각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항공 좌석수를 제외

한 연결성 변수들과 1인당 국내총생산이 하락하고 공실률이 상승하여,

다른 연도들과 반대의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대륙별로는 연결성 변수들

은 공통적으로 북미, 아시아, 유럽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공실률은 거의

유사하였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은 아시아, 유럽, 북미 순이었다.

3. 패널분석 결과

1) 패널분석 결과 : 모형 1

항공 좌석수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1의 분석 결과는 [표 10], [표 11]

와 같았다.

[표 10] 일원고정효과 모형 - 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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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 Random-Effect Model

Rent Coefficient Std. Error z P>|z|

Seats 2.81e-10 1.71e-10 1.64 0.101

Vacancy*** -0.0058088 0.0014758 -3.94 0.000

GDP per capita 5.31e-07 3.68e-07 1.44 0.150

Constant .0095227 0.0264099 0.36 0.718

Observations 250

*p<0.1, **p<0.05, ***p<0.01

Hausman Test

rrentg (b) Fixed (B) Random (b-B)Difference sqrt(diag(V_b-V_B))S.E.

Seats 1.50e-09 2.81e-10 1.22e-09 1.67e-09

Vacancy -0.0109581 -0.0058088 -0.0051493 0.0024498

GDP per capita 7.72e-06 5.31e-07 7.19e-06 3.64e-06

b = consistent under Ho and Ha; obtained from xtreg

B = inconsistent under Ha, efficient under Ho; obtained from xtreg

Test : H0 :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chi2(3) = (b-B)'[V_b-V_B^(-1)](b-B) = 11.70

Prob>chi2 = 0.0029

[표 11] 일원확률효과 모형 - 모형 1

[표 12] 하우스만 검정 - 모형 1

일원고정효과 모형과 일원확률효과 모형 중 더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

기 위하여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하였고, p의 값이 0.0029로 나와 일원확

률효과 모형을 기각하고 일원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일원고정효과 모형의 결과를 나타내는 [표 10]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항공좌석수는 실질임대료 상승률에 대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도시들을 유럽, 아시아, 북미 대륙별

로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각 일원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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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 Fixed-Effect Model

rrentg Coefficient Std. Error t P>|t|

Seats** 3.74e-09 1.61e-09 2.32 0.022

Vacancy*** -0.0208501 0.0043148 -4.83 0.000

GDP per capita*** .0000153 4.25e-06 3.60 0.000

Constant*** -0.4895458 0.1624445 -3.01 0.003

Observations 130

*p<0.1, **p<0.05, ***p<0.01

One-Way Fixed-Effect Model

rrentg Coefficient Std. Error t P>|t|

Seats -9.66e-10 4.07e-09 -0.24 0.814

Vacancy -0.0065298 0.0056509 -1.16 0.255

GDP per capita* -0.0000172 8.99e-06 -1.91 0.063

Constant* 0.5761405 0.3410468 1.69 0.100

Observations 50

*p<0.1, **p<0.05, ***p<0.01

One-Way Fixed-Effect Model

rrentg Coefficient Std. Error t P>|t|

Seats*** 2.35e-08 7.22e-09 3.25 0.002

Vacancy -0.0060827 0.0043148 -0.93 0.357

GDP per capita** 0.0000185 7.63e-06 2.43 0.018

Constant*** -2.384963 0.5022442 -4.75 0.000

Observations 70

*p<0.1, **p<0.05, ***p<0.01

[표 13] 일원고정효과 모형 - 모형 1 (유럽)

[표 14] 일원고정효과 모형 - 모형 1 (아시아)

[표 15] 일원고정효과 모형 - 모형 1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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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 Fixed-Effect Model

rrentg Coefficient Std. Error t P>|t|

Departure 1.81e-07 3.09e-07 0.59 0.558

Vacancy*** -0.0110262 0.0029608 -3.72 0.000

GDP per capita** 8.18e-06 3.72e-06 2.20 0.029

Constant -0.2686726 0.1759167 -1.53 0.128

Observations 250

*p<0.1, **p<0.05, ***p<0.01

대륙별 일원고정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전체 분석 결과와 전혀 다르

게 나타났으며, 대륙 간 분석결과도 상이하였다.

먼저 유럽 및 북미 도시들에서 항공 좌석수는 실질임대료 성장률에

양의 상관관계로 크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에서는 실질임

대료 성장률에 대해 공실률이 음의 상관관계, 1인당 국내총생산이 양의

상관관계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에서는 1인당 국내총생산

이 양의 상관관계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유럽과 북미

변수들의 상관계수 부호는 예상 부호의 방향과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아시아의 경우에는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는데 항공 좌석수

가 실질임대료 성장률에 대하여 유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관관계도

음의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패널분석 결과 : 모형 2

다음으로 항공편수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2의 분석 결과는 [표 16],

[표 17]와 같이 나타났다.

[표 16] 일원고정효과 모형 - 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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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 Random-Effect Model

rrentg Coefficient Std. Error z P>|z|

Departure 3.99e-08 2.65e-08 1.50 0.132

Vacancy*** -.0060566 .0014892 -4.07 0.000

GDP per capita 4.51e-07 3.80e-07 1.19 0.235

Constant .0159449 0.0256941 0.62 0.535

Observations 250

*p<0.1, **p<0.05, ***p<0.01

Hausman Test

rrentg (b) Fixed (B) Random (b-B)Difference sqrt(diag(V_b-V_B))S.E.

Departure 1.81e-07 3.99e-08 1.41e-07 2.97e-07

Vacancy -0.0110262 -0.0060566 -0.0049696 0.0024424

GDP per capita 8.18e-06 4.51e-07 7.73e-06 3.57e-06

b = consistent under Ho and Ha; obtained from xtreg

B = inconsistent under Ha, efficient under Ho; obtained from xtreg

Test : H0 :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chi2(3) = (b-B)'[V_b-V_B^(-1)](b-B) = 13.90

Prob>chi2 = 0.0030

[표 17] 일원확률효과 모형 - 모형 2

[표 18] 하우스만 검정 - 모형 2

모형 2에서 하우스만 검정 결과, p의 값이 0.0030로 나와 일원확률효

과 모형을 기각하고 일원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일원고정모형에서 항공편수가 실질임대료 상승률에 대해 유

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럽, 아시아, 북

미 대륙별 일원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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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 Fixed-Effect Model

rrentg Coefficient Std. Error t P>|t|

Departure* 5.29e-07 2.90e-07 1.83 0.070

Vacancy*** -0.0202402 0.0043387 -4.67 0.000

GDP per capita*** 0.0000165 4.20e-06 3.93 0.000

Constant*** -0.5231415 0.1662534 -3.15 0.002

Observations 130

*p<0.1, **p<0.05, ***p<0.01

One-Way Fixed-Effect Model

rrentg Coefficient Std. Error t P>|t|

Departure -2.33e-07 7.81e-07 -0.30 0.768

Vacancy -0.0066081 .0056225 -1.18 0.247

GDP per capita* -0.0000171 8.92e-06 -1.92 0.063

Constant* 0.5845946 .3255842 1.80 0.081

Observations 50

*p<0.1, **p<0.05, ***p<0.01

One-Way Fixed-Effect Model

rrentg Coefficient Std. Error t P>|t|

Departure*** 2.21e-06 8.33e-07 2.66 0.010

Vacancy -0.0034483 .0066883 -0.52 0.608

GDP per capita*** 0.0000292 7.19e-06 4.06 0.000

Constant*** -2.694911 .6342024 -4.25 0.000

Observations 70

*p<0.1, **p<0.05, ***p<0.01

[표 19] 일원고정효과 모형 - 모형 2 (유럽)

[표 20] 일원고정효과 모형 - 모형 2 (아시아)

[표 21] 일원고정효과 모형 - 모형 2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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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 Fixed-Effect Model

rrentg Coefficient Std. Error t P>|t|

ASKs 1.04e-12 7.85e-13 1.33 0.185

Vacancy*** -.0109395 0.0029499 -3.71 0.000

GDP per capita* 7.32e-06 3.77e-06 1.94 0.053

Constant* -0.3132001 .1671119 -1.87 0.062

Observations 250

*p<0.1, **p<0.05, ***p<0.01

모형 2에서도 대륙별 일원고정효과 분석 결과가 전체 분석 결과와

크게 달랐으며, 대륙별 양상은 모형 1과 유사하였다.

유럽 및 북미 도시들에서 항공편수가 실질임대료 성장률에 양의 상관

관계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북미 도시들은 1% 수준에서 매

우 유의하였다. 유럽에서는 실질임대료 성장률에 대해 공실률이 음의 상

관관계, 1인당 국내총생산이 양의 상관관계로 모두 유의하였고 북미에서

는 1인당 국내총생산이 양의 상관관계로 유의하였다. 북미 및 유럽의 항

공편수, 공실률, 1인당 국내총생산 변수들의 상관계수 부호는 예상 부호

의 방향과 일치하였다.

아시아는 모형 2에서도 항공편수가 실질임대료 성장률에 대하여 유의

하지 않았고, 상관관계가 음으로 나타났다.

3) 패널분석 결과 : 모형 3

마지막으로 총운항거리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 3의 분석 결과는 아래

와 같았다.

[표 22] 일원확률효과 모형 - 모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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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 Random-Effect Model

rrentg Coefficient Std. Error z P>|z|

ASKs* 9.63e-14 5.55e-14 1.74 0.082

Vacancy*** -0.0058465 0.0014753 -3.96 0.000

GDP per capita 5.00e-07 3.70e-07 1.35 0.176

Constant 0.0130773 0.0258437 0.51 0.613

Observations 250

*p<0.1, **p<0.05, ***p<0.01

Hausman Test

rrentg (b) Fixed (B) Random (b-B)Difference sqrt(diag(V_b-V_B))S.E.

ASKs 1.04e-12 9.63e-14 9.49e-13 7.58e-13

Vacancy -.0109395 -.0058465 -67.12489 .0024454

GDP per capita 7.32e-06 5.00e-07 6.82e-06 3.63e-06

b = consistent under Ho and Ha; obtained from xtreg

B = inconsistent under Ha, efficient under Ho; obtained from xtreg

Test : H0 :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chi2(3) = (b-B)'[V_b-V_B^(-1)](b-B) = 11.12

Prob>chi2 = 0.0038

[표 23] 일원확률효과 모형 - 모형 3

[표 24] 하우스만 검정 - 모형 3

하우스만 검정 결과, p의 값이 0.0038로 일원확률효과 모형을 기각하

고 일원고정효과 모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모형 3의 일원고정모형에서

총운항거리는 실질임대료 상승률에 대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

다. 모형 1, 모형 2와 동일한 과정으로 유럽, 아시아, 북미 대륙별 일원고

정효과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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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Way Fixed-Effect Model

rrentg Coefficient Std. Error t P>|t|

ASKs*** 2.08e-12 7.21e-13 2.89 0.005

Vacancy*** -.021043 .0042332 -4.97 0.000

GDP per capita*** .0000149 4.15e-06 3.60 0.001

Constant*** -.5190211 .1609012 -3.23 0.002

Observations 130

*p<0.1, **p<0.05, ***p<0.01

One-Way Fixed-Effect Model

rrentg Coefficient Std. Error t P>|t|

ASKs -2.53e-13 1.91e-12 -0.13 0.896

Vacancy -0.0063048 .0055617 -1.13 0.264

GDP per capita* -.0000174 8.99e-06 -1.94 0.060

Constant 0.5601432 0.398935 1.40 0.169

Observations 50

*p<0.1, **p<0.05, ***p<0.01

One-Way Fixed-Effect Model

rrentg Coefficient Std. Error t P>|t|

ASKs** 4.88e-12 2.26e-12 2.16 0.035

Vacancy -.0037036 0.0068274 -0.54 0.590

GDP per capita*** 0.0000241 7.61e-06 3.16 0.003

Constant*** -2.017838 0.5072255 -3.98 0.000

Observations 70

*p<0.1, **p<0.05, ***p<0.01

[표 25] 일원고정효과 모형 - 모형 3 (유럽)

[표 26] 일원고정효과 모형 - 모형 3 (아시아)

[표 27] 일원고정효과 모형 - 모형 3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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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3의 대륙별 일원고정효과 분석 결과도 전체 분석 결과와 달랐으

며 모형 1, 모형 2의 대륙별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럽 및 북미 도시들에서는 총운항거리가 실질임대료 성장률에 양의

상관관계로 유의하였는데 유럽 도시들은 1% 수준, 북미 도시들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실질임대료 성장률

에 대해 공실률이 음의 상관관계, 1인당 국내총생산이 양의 상관관계로

모두 유의하였고 북미에서는 1인당 국내총생산이 양의 상관관계로 유의

하였다. 북미 및 유럽의 항공편수, 공실률, 1인당 국내총생산의 상관계수

부호는 모형 3에서도 예상 부호의 방향과 일치하였다.

반면 아시아는 모형 3에서도 항공편수가 실질임대료 성장률에 대하여

유의하지 않았고, 상관관계가 음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지역은 모든 모형에서 실질임대료 성장률과 연결성 변수가 공

통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며 부호의 방향성도 음으로 나타나 다른

대륙들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

한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다음 항에서 대륙별 결과 차이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4) 대륙별 결과 차이에 대한 분석

임대료에 대해 연결성 변수들이 유의함을 가정한 패널 분석의 세 모

형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임대료에 대한 전체 결과가 유

의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 장 2절의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그림 4]에서 종속변수의 시계열

변화를, [그림 5]에서 [그림 9]까지 독립변수의 시계열 변화를 그래프로

살펴보았으며,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대륙별 변화 양상은 매년 매우 유사

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그룹간 시계열적 유사성을

근거로 패널분석 결과도 대륙별로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

나, 실증 분석 결과 유럽 및 북미 지역은 모형별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

난 반면 아시아 지역은 세 모형에서 가정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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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대륙별로 개별 변수들의 특징을 검토하고, 특히 아시아 도시

들이 유럽 및 북미 도시들과 차이를 보이는 개별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전체 변수들에 대해 대륙별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8]～

[표 30]와 같았다. 종속변수인 실질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부호를 살펴보면 세 대륙 모두 항공 좌석수, 항공편수, 총운항거리, 1인

당 국내총생산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공실률에 대해서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예상 부호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륙별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관관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표 28] 상관관계분석 - 유럽

rrentg Seats Departure ASKs Vacancy GDP per
capita

rrentg 1.0000

Seats 0.0855 1.0000

Departure 0.0892 0.9942 1.0000

ASKs 0.0864 0.9751 0.9593 1.0000

Vacancy -0.3480 -0.1388 -0.1670 -0.1044 1.0000

GDP per
capita 0.1922 0.1019 0.1125 0.1002 -0.3272 1.0000

[표 29] 상관관계분석 - 아시아

rrentg Seats Departure ASKs Vacancy GDP per
capita

rrentg 1.0000

Seats 0.1943 1.0000

Departure 0.2160 0.9697 1.0000

ASKs 0.2777 0.8955 0.8310 1.0000

Vacancy -0.3857 -0.6413 -0.6205 -0.7156 1.0000

GDP per
capita 0.1970 0.3085 0.2826 0.6037 -0.4982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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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상관관계분석 - 북미

rrentg Seats Departure ASKs Vacancy GDP per
capita

rrentg 1.0000

Seats 0.0694 1.0000

Departure 0.0523 0.9779 1.0000

ASKs 0.0168 0.8973 0.8201 1.0000

Vacancy -0.1171 0.6779 0.6296 0.5798 1.0000

GDP per
capita 0.5620 0.0875 0.0664 0.0723 -0.1983 1.0000

다음으로 종속변수인 실질임대료 성장률이 대륙 내 도시별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그림 10]에서 [그림 12]까지 도시별 산점도(scatter

plot)를 그려 살펴보았다.

유럽의 도시별 산점도인 [그림 10]에서 유럽 도시들은 2010년도에 모

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가, 2011년부터는 0% 내외에서 분포하

고 있는 형태를 보인다. 2012년에 모스크바의 임대료 성장률이 34%로

이상점(outlier)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26개 도시로 가장 많은 표본수

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매우 조밀하게 모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전반적인 시계열적 형태는 뚜렷하게 상

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유럽 대륙 전체로 보았을 때 실질임대료 성장

률이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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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유럽 도시별 산점도

반면 아시아의 도시별 산점도인 [그림 11]에서는 매우 다른 분포가

나타나는데, 2010년에서 2011년에는 실질임대료 상승률이 내려갔다가

2012년에 근소하게 상승하고 이후 2013년과 2014년에도 명확한 변화를

감지하기 힘들다. 전체적인 산점도의 분포 형태에서 유럽의 경우 뚜렷한

상승 추세를 발견할 수 있었던 반면, 아시아 도시들은 10개 도시라는 적

은 표본수임에도 개별 도시들의 분포를 합친 형태가 하나의 추세를 이루

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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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아시아 도시별 산점도

반면 아시아의 도시별 산점도인 [그림 11]에서는 매우 다른 분포가

나타나는데, 2010년에서 2011년에는 실질임대료 상승률이 내려갔다가

2012년에 근소하게 상승하고 이후 2013년과 2014년에도 명확한 변화를

감지하기 힘들다. 전체적인 산점도의 분포 형태에서 유럽의 경우 뚜렷한

상승 추세를 발견할 수 있었던 반면, 아시아 도시들은 10개 도시라는 적

은 표본수임에도 개별 도시들의 분포를 합친 형태가 하나의 추세를 이루

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1년 상하이, 2014년의 시드니와 싱가포르를 이상점으

로 볼 수 있다. 이 세 점들을 제외하고 그래프를 관찰할 경우, 2010년에

서 2014년까지 실질임대료 상승률의 시계열적 형태는 상승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근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즉 아시아 도시별 산

점도의 명확한 추세는 발견하기 힘들지만 이상점을 제외하면 하락하는

형태에 가깝다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패널 분석에서 실질임대료 상승률과 연결성이 음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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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보이면서 유의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 도시의 연결성 변수들은 2010년～2014년 동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에 실질임대료 상승률은 하락하는 형태에 가깝기는 하지만 이

상점들이 포함된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유의성이 검증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2] 북미 도시별 산점도

북미의 도시별 산점도인 [그림 12]에서는 실질임대료 성장률이 2010

년에 약 0%에서 -0.3% 수준에서 분포하였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2014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도별

이상점은 2012년에 애틀랜타, 2013년 캘거리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에

다소 하락하기는 했지만 이전 연도에서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실질임대

료 상승률의 전체 시계열적 변화는 상승 추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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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점도 분포의 대륙 간 차이가 나타나는 데 대한 다양한 원인이 존재

할 수 있어 이를 확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 대륙 내에서

나타나는 표본 분포의 양상으로 보아 유럽 및 북미의 도시들은 종속변수

와 독립변수 외의 다른 조건들이 유사하게 통제되었으며, 그 결과 집단

내 개체인 도시들이 동질적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도시의 연간 변화가

일정한 방향성을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은 가능하다. 시계열적 변화를 관

찰한 결과 [그림 10]과 [그림 12]에서 각각 나타났듯이 유럽과 북미 도시

들 전체의 산점도는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역시 시계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던 항공 좌석수, 항공편수, 총운항거리 등 연결성 지표들에

대하여 양의 상관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에 아시아 도시들은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외에 개체별 이질성이 존재하

며, 이러한 국가 및 도시의 개별 특성에 연유하여 산점도가 [그림 11]과

같이 일정한 방향성이나 추세를 가지지 못하고 제각각 분포하게 되었다

는 분석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연결성 변수 자체는 실질임대료 성장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이며, 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는 도시의 개별적 특성이 잘 통제

된 상태에서 이러한 유의성이 잘 검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 이외의 도시들이 지니는 개별 특성들

을 통제하지 못하여 실질임대료 성장률과 연결성 간의 유의성을 검증해

내지 못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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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연구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 주요 오피스 시장의 임대료 결정에 영향을 주

는 결정요인으로 연결성(connectivity)을 가정하고, 실증 분석으로 임대

료와 연결성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임대료

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도시 간의 연결망 발

달과 그에 따른 공간적 통합 효과가 오피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 도시 연결

망의 발달에 따른 공간적 변화 효과가 오피스 시장 및 임대료에도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이를 패널 분석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유럽 26개 도시, 아시아 10개 도시, 북미 14

개 도시 등 세계 도시로 분류되는 50개 도시를 선정하였으며, 시간적으

로는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패널 데이터를 활

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임대료에 대한 기존의 주요 결정 요인을 살펴보았

다. 그 결과 다양한 결정요인들 중에서도 공실률과 거시경제변수인 1인

당 국내총생산이 임대료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에 더해 독립 변수 중 주요 검토 대

상인 연결성 지표를 항공 좌석수, 항공편수, 총운항거리로 세분화하여 산

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독립변수들을 통해 오피스 실질임대료

성장률과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알아본 다음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 분석은 연결성 지표에 따라 세 가지 모형으로

실시되었으며 검정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선택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세 모형 모두에서 유럽 및 북미 40개 도시의 실질임대료가 연결성

에 의하여 상승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 56 -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유럽 지역 26개 도시들의 항공

좌석수, 항공편수, 총운항거리는 실질임대료 성장률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실률 및 1인당 국내총

생산도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였으며 각각 음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북미 지역 14개 도시들에서는 공실률을 제외한 항공 좌석수, 항공

편수, 총운항거리, 1인당 국내총생산 변수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하였고

상관관계는 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시아 10개 도시들의 경우에는 모든 변수들이 독립변수에 대

하여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

시한 대륙별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양호하였다. 하지만 개별 도시의 산점도로 나타낸 분석

결과 아시아 도시들의 분포가 유럽 및 북미 도시들에 비해 일정한 경향

성을 띠지 못하고 제각각인 모습을 보였으며, 아시아 지역의 유의성이

검증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도시들의 개별

개체의 이질성이 강하여 유럽 및 북미 지역의 도시들에 비해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를 제외한 조건의 통제가 어려웠으며, 산점도의 불규칙성이

이로부터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패널 분석 결과를 통해, 결론적으로 분석 대상 도시 중

80%에 해당하는 40개 도시에 대해서 실질임대료 성장률에 대한 연결성

의 유의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처럼 도시가 속한

국가 및 지역적 특성이 잘 통제되었을 경우에 모형의 유의성이 입증된다

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 연구의 시사점

세계 각 지역의 통합성과 긴밀성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였

으며, 항공 교통망의 발달에 힘입은 세계의 경제적·공간적 통합 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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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위 현상들은 국가 차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및 도시 수준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도시 간의 이동성이

과거에 비해 급격히 신장되었으며, 다른 도시와의 연결을 매개하는 도시

들이 새로운 중심지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및 오피스 시장에서

이러한 연결망의 영향을 측정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본 연구는 거시적 측면에서 세계 도시들의 오피스 데이터를 구축하

고, 임대료의 결정 요인으로 항공 연결성을 고려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즉, 도시 간 비교 연구 및 기존에 발견

되지 못하였던 임대료 결정 요인 탐색으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기

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에서는 유럽 26개 도시 및 북미 14개 도시 등 총 40개

도시들에서 항공 좌석수, 항공편수, 총운항거리 등 항공 연결성이 실질임

대료성장률에 대해 양의 상관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위 도시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도 실질임대료 성장률에 대해 양

의 상관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오피스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고려해 볼 때, 오피스 임대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자산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

하다. 연구 결과에서는 연결성이 대부분의 오피스 시장 실질임대료에 대

해 가격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세계 도시의 연

결망 구조가 임대료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의 제

한성과 비유동성 등 여러 제약요인으로 인해 거래비용이 높게 발생하는

오피스 시장의 특성상, 연결성 효과를 고려하여 임대료의 방향성을 파악

하고 균형 임대료를 예측하는 것이 오피스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효

율성을 재고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질임대료와 연결성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보편적인 결론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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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 내지는 못하였다. 대상도시들 중 아시아 10개 도시는 패널 분석 결

과 실질임대료 성장률에 대해 연결성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상관관계의

부호도 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시아 도시의 예외성으로 인하여 전체

도시를 대상으로 한 패널 분석 결과에서도 연결성 변수의 유의성이 입증

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및 산점도 분석

을 실시한 결과, 유럽 및 북미 도시들과 달리 아시아 도시들은 일정한

경향성 및 추세를 보이지 못하고 이질적 분포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

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를 제외한 다른 조건들이 아시아에서 충분히 통

제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둘째, 세계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임대료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실제 시장에서의

임대료 결정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며, 본 연구에서 고려한 변수 이외에

도 이자율, 개별 시장에서의 오피스 공급량, 임차인 수요 등이 임대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대상 도시에 대한 자료 구

득의 한계로 인하여 모델별로 3개의 독립변수에 대해서만 분석을 진행하

였으나, 향후에 임대료 결정 요인으로 연결성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변수

선정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도시들은 연결망의 발전을 통해 그 거리를 계속하여 좁혀

왔으며, 앞으로도 연결망에 의한 세계 도시들 간 통합 현상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오피스 시장은 도시를 배경으로 한 공간적 실체를 지닌 특수

한 자산 시장이므로, 도시 간 연결성 증가가 오피스에 미치는 영향이 다

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결성이 오피스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향후 방법론의 정립과 추가적인 데이터의 구축으로 다양

한 각도의 탐색 및 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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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Office Rent:

the Case of World Cities

ChanW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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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Spatial integration and increased connectivity hugely affects

regions and cities over national borders, and real estate assets

including offices are inevitably under the effect of global

consolidation. Despite the abundance of previous discussions on real

estate and office market, former research has rarely been conducted

focusing on this phenomenon.

Thus, this study aims to reflect effect of inter-city connectivity on

world's office market and its rent. The attempt makes the study

distinctive in that it conducts comparative study among worldwide

cities, and tries to discover a new determinant of office rent, which is

unidentified yet. The spatial scope of the paper is fifty major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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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ime scope is the period 2010-2014. Basic assumption of the

study is that spatial integration, represented by air connectivity,

positively affects office rent. Three models were set up according to

the types of air connectivity, which are flight seats, number of

flights, and ASKs (Available Seat Kilometers), respectively. Formerly

established determinants of office rent, vacancy and GDP per capita,

are also set to be independent variables.

Panel analysis of fifty cities' resulted as follows :

In the case of Europe and North America cities, which occupy 80

percent of all samples, correlation of rent and air connectivity turned

out to be positively significant in all models. This empirical result

satisfies the basic assumption of the study that increased spatial

integration significantly affects world's office rent on the whole. Asia

Pacific, however,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This

result implies that Asia's regional complexity is not fully reflected in

the models, and shows that the study has limitation in the aspect of

full explanatory power. In sum, it reveals that air connectivity is

significant in forty cities out of fifty samples. Although this study

offered an initial contribution concerning connectivity as rent

determinant, further study is needed to verify this relationship.

Considering office market's weight and importance in both

commercial and whole real estate market, it is crucial task to figure

out a factor which affects office rent to properly understand asset

market and expect the market's future movement. This paper sheds

light on forecasting office market's movement and future rent, which

used to be difficult due to many constraints such as limited

information and high transaction cost. Overall, this study acquires

significance in the context that it implicates considering conn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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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would lessen uncertainty of real estate market and improve its

efficiency, in which illiquidity has long been thought as its feature.

◆ keywords : Office Rent, Real Estate Market, Air

Connectivity, Office Rent, World City, Panel Model, Determinant

◆ Student Number : 2010-2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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