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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등락을 보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이

후 저금리 기조에 접어들었고,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낸 주택 가격

또한 상승이 둔화되며 전환기를 맞이했다. 반면 주택 전세 가격은

매매 기조와 달리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서울

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기조 변화는 거시경제와

주택 시장 외의 사회구조 측면에서도 대두되고 있다. 가구 분화와

저출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초고령화 시대로의 돌입 등 다양

한 사회구조적 요소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다시 주택

시장에서의 세부적인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자가 우위 시장

을 형성하며 비교적 안정된 양상을 보이는 전국 주택 시장과 달

리, 54~58% 수준의 임차 우위 양상을 나타내는 서울은 주거 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의 임차 시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던 기존 전세 위주의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을 기준으로 유사한

비중으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여 온 보증부 월세의 증가

원인과 보증부 월세화가 서울시 내 지역별로 상이한 속도로 진행

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세부적 기준

으로 나뉜 준전세와 준월세 거래에서도 상이한 양상을 보이며 증

가함을 고려하여, 유형별 구분을 고려하여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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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이다. 연구의 종속변수는 국

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공하여 활용하였으며, 아파

트 임차 거래 중 준월세 거래 비중, 준전세 거래 비중, 보증부 월

세 거래 비중을 대상으로 하여 세 가지 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

하였다. 각 분석에 활용한 주요 설명변수 중 전세 가격 상승 부담

변수는 해당 자치구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상승 데이터와 평균

연소득을 기준으로 가공하였으며, 아파트 공급 경쟁 변수는 서울

통계광장 및 LH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구득한 자료를 통해 아파

트 재고 대비 신규 사용 승인 세대 수를 가공하여 활용하였다. 가

구 분화 변수의 경우 서울통계광장의 세대원수별 세대수 자료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으며, 저자산 가구 변수의 경우 서울시 회계연

도 결산서와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을 통해 구득한 지방세 및 사회

복지 세출액 자료를 활용하여 가공하였다. 전월세전환율 변수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월별 데이터를 가공하여 사용하였으며, 가격

상승 기대 변수는 지역별 아파트 평균 단위 매매가격 데이터를 구

득하여 변수화하였다. 또한, 연구의 목적인 보증부 월세화 원인과

속도 차이에 대한 규명을 위해, 1차 차분 패널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전체 보증부 월세에 대한 1차 차분 패널 모형 분석 결과,

전세 가격 상승 부담과 저자산 가구 변화가 서울시 아파트 보증부

월세 변화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공급

경쟁 변화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 분

화 변화는 보증부 월세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석 결과는 연소득 대비 전세 가격 상승 폭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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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일수록 보증부 월세화가 빠르고, 임대차 공급 경쟁이 적은 지

역일수록 보증부 월세화가 빠른 것을 의미한다.

준전세에 대한 1차 차분 패널 모형 분석 결과, 가격 상승 기대

변화는 서울시 아파트 준전세 변화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공급 경쟁 변화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보증부 월세 모형과 마찬가지로 가구 분화

변화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석 결

과는 가격 상승 기대가 큰 지역일수록 준전세화가 빠르고, 임대차

공급 경쟁이 적은 지역일수록 준전세화가 빠른 것을 의미한다.

준월세에 대한 1차 차분 패널 모형 분석 결과, 전세 가격 상승

부담과 전월세전환율 변화, 저자산 가구 변화가 서울시 아파트 준

월세 변화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공급

경쟁 변화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석 결

과는 연소득 대비 전세 가격 상승 폭이 큰 지역일수록 준월세화가

빠르고, 기대이익(임대인)이 감소하고 기회비용(임차인)이 증가할

수록 보증금 비중이 낮은 형태인 준월세화가 빠른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산 수준이 낮은 가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보증금 비중이

더 낮은 형태의 보증부 월세화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모

형에서 가구 분화는 보증부 월세화의 속도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서울시 아파트 시장에서 보

증부 월세 거래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1·2인 가구 분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의 영향이 아니라 전세 가격 상승 부담, 공급 경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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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이익과 기회비용, 저자산 가구 증가 등의 경제적 요인 변화의

영향임을 알 수 있었다. 주의해야할 점은 본 연구의 중점적인 목

적이 단편적인 관점에서 보증부 월세 거래가 증가하는 요인을 확

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이 있는가를 파악하

고 이를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보면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보증부

월세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2인 가구의 중심을 이루는

청년층과 노인층의 경우, 소득 또는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증

금 비중이 낮은 임차 계약 또는 하위 가격대의 주택, 비아파트 등

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본 연구

는, 여러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현재의 빠른 보증부 월세화 변화

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구조적인 측면 중심으로 주거 지

원을 하는 방향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양상은 연구에서 보증금 비중을

나누어 파악한 분석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보증금 비중이

낮은 임차 계약이 저자산 가구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보증금

비중이 높은 임차 계약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형태가 유지되는

것은 보증부 월세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고려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주요어 : 보증부 월세, 점유 유형, 지역 차등 요인, 패널 모형

학 번 : 2016-2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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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2%대로 하락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이후

2011년 3.25%의 고점으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다시금

하락세를 겪으며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접어들었다. 전국 주택 매매가

격 또한 5.24%(2006~2010년 5년 평균)의 상승률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

으나, 이후 2.05%(2011년~2015년 5년 평균)로 정체되며 점차 둔화되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2008년 지속적인 하락기에 접어든 이

후 2013년에 들어서야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림 1 지역별 주택 매매 가격 변화

* 자료: 한국감정원, ‘월간 매매가격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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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역별 주택 전세 가격 변화

* 자료: 한국감정원, ‘월간 전세가격지수’

반면 전국 주택 전세가격의 경우 5.03%(2006~2010년 5년 평균)의 상승

률로 매매가격 상승과 유사한 상승률을 보였고, 이후 7.23%(2011년~2015

년 5년 평균)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서울의 경우

5.71%(2006~2010년 5년 평균), 7.62%(2011년 2015년 5년 평균)의 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전세 가격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눈에 띄는 기조 변화는 위와 같은 거시경제와 주택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부문에서도 대두되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저

출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초고령화 시대로의 돌입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환경이 기존의 기조와 달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다시 주

택 시장에서의 세부적인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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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인 가구 변화 (단위 : %)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2010년 대비 9.3%의 상승폭을 보이며 27.2%의 비중으로 증가한 1인

가구는 청년층(25~34세)와 노인층(65세 이상)뿐만이 아니라 중장년층

(35~64세)에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1인 가구 전체의 79.0%

는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조사(국토교통부, 2016년 주거실태

조사)되며 이들의 주거 안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림 4 소득계층별 자가보유율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이러한 주거 안정 문제는 계층별 자가 소유와 임차 시장 구조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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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2008년 이후 유사한 비중을 유지한 전체 계층의 자가보유율과

달리, 약 54.2%를 유지하던 저소득층 자가보유율이 46.2%대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5 점유 형태 구조 변화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한편 자가 우위 시장을 형성하며 비교적 안정된 양상을 보이는 전국

주택 시장과 달리, 서울은 54~58% 수준으로 임차 우위의 양상을 나타내

며 주거 안정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서울시 세부 임차 시장 구조 변화

*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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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살펴 본 서울의 임차 시장은 전세가 70% 이상이었던 기존

임차 시장 구조에서 보증부 월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을

기준으로 전세와 유사한 수준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임차 시장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를 중심으로 보증부 월세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여 온 보증부 월세의 증가 원인

과 이러한 보증부 월세화가 지역별로 상이한 속도로 진행되는 원인을 파

악하는 데에 있다. 기존 월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은 주로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 비아파트주택에서 이루어졌으나, 최근 이러한 월세화가 아파트

시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서울시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보증부 월세 비중

* 자료: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거래건수(20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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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22% 수준에 머물렀던 서울시 아파트 월세 비중은 2016년

26~46%로 상승하였으며, 기존 약 10% 내외로 지역별 차이를 보였던 임

차 거래 비중은 최대 20%의 차이를 보이며 상이한 속도를 보이고 있다.

구분 월세 준월세 준전세

보증금/

월세
0~12배 12~240배 240배 이상

보증금/

전세금
10%미만 10%이상 60%미만 60% 초과

대푯값 8배 48배 480배

표 1 <월세유형별 구분>

한편 이러한 보증부 월세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보증금/월세 비중에

따라 보증금 비중이 높은 준전세(240배 이상)와 보증금 비중이 낮은 준

월세(12~240배)로 구분된다. 2011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아파트 시장은

모든 지역에서 준전세 비중이 3% 내외이며, 대다수 보증부 월세 거래가

준월세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후 지역별로 차별화된 속도를 보이며 증가

한 보증부 월세는 세부적 기준으로 나뉜 준전세와 준월세 거래에서도 상

이한 양상을 보이며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유형별 구분을 고려하여 원인

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기존 전세 위주의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는 왜 증가하는가? 월세

화로의 변화가 왜 지역별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가?

둘째, 보증부 월세화 변화가 세부 유형(보증금 비중)에 따라 왜 다르

게 나타나는가?

셋째, 경제적 변화와 사회구조적 변화 요인은 월세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 7 -

이전까지의 매매·임차시장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점유 유형 선택, 매매·

전세·월세 시장의 구조적 상관, 거래가격 및 거래량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위주였으며, 전월세 거래량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는 더디게 진행되

는 상태이다. 또한 개인 및 가구, 지역의 횡단면적 개체 특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시계열적 분석의 경우 수익률, 가격 상승

등이 거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경제적 변화를 나타내는 요인을 고려하

여,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월세화에 대한 세밀한 파악을 통해 향후

의 시장 변화 양상과 임대차 시장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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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2.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가와 서울

서베이, 서울통계광장, LH전월세지원센터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1~2016년으로, 실거래가 자료 중 전세와 월세 거래

데이터가 제공된 시점이 2011년임을 고려하여 해당 범위를 설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아파트 임차 거래 중 준월세 거래 비중, 준전세 거래 비

중, 이를 통합한 보증부 월세 거래 비중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분 내용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시간적 범위 2011년 ~ 2016년

내용적 범위
아파트 임차 거래 중 준월세 거래 비중,

준전세 거래 비중, 보증부 월세 거래 비중

표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한 계량 분석 방법은 패널 분석

모형(Panel Analysis model)이며, 자치구의 개체별 횡단면 특성과 시계

열적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하기 위해 모형과 변수를 구성하였다.

또한 단순히 연도별로 증가하는 월세 거래에 대한 파악이 아닌 지역별

속도 차이에 대한 차등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거래 비중 변화량에 대

한 1차 차분 패널 모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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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며, 서울시 아파트 보증부 월세화의 지역

별 차등 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서술하며, 연구의 시간적·공간

적·내용적 범위를 밝히고 분석에 사용한 자료와 방법에 대해 서술한다.

제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된 전세 및 월세에 관한 이론과 선

행 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을 도출한다.

제 3장에서는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한다.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과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

구 가설을 도출한다.

제 4장에서는 분석의 틀을 구성한다. 분석에 활용되는 모형을 선정하고,

자료의 구성 방법과 분석의 흐름을 제시한다.

제 5장에서는 경제적 요인 및 사회구조적 요인의 변화가 보증부 월세

거래 비중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한다.

제 6장에서는 결론으로 분석된 연구 결과를 서술하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한다. 이후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

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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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2.1 전월세 시장에 관한 이론

2.1.1 전월세 시장 구조

전세를 비롯하여 보증금 비중이 높은 보증부 월세가 존재하는 국내 임

차 시장은 해외의 임차 계약 형태에선 발견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보증부 월세와 관련된 이론적 접근은 운영소득과 레버리지

를 통해 시장을 해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운영소득 가설은 전세 보증금의 은행 예치 후 해당 금액의 이자소득을

임대인의 수익으로 고려하며, 시장이자율과 동일한 전월세전환율이 곧

주택 수익률로 수렴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본 가설의 시

장균형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어려우며, 전월세전환율이 시장이자

율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 해석 측면에서 한

계를 보이고 있다.

이창무·정의철·이현석(2002)은 순수 월세와 보증부 월세, 전세 그리고 매

매 시장의 관계에 대해 레버리지 가설을 통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

다. 전월세전환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추세를 유지하며 균형을 이루

는 것을 기반으로, 은행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추구할 수 있음을 제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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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주택 시장의 삼차원적 구조

* 자료: 이창무·이재우(2008), 재작성

전월세 시장의 핵심 요소로 시장에서 관측되는 전월세전환율을 통해

전세와 월세 시장을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보증금의 기회비용인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운영소득 모형’의 설명과는 달리 시장의 이자율보다 높은

지점에서 형성됨을 기반으로 가설을 가정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보

증부 월세 계약에서 임대인이 타인의 자본인 보증금을 기반으로 기대이

익을 높인다는 ‘레버리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토

대로 이창무·이상영·안건혁(2003)은 보증부 월세 시장이 월세 및 보증금

비중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임을 예측하였다. 보증금에 대한 월세의

비중은 아파트 가격이 높고 면적이 커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임차인의 소득이 월세 가격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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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점유 유형, 전월세 시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2.1 점유 유형, 전월세 시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점유 유형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로짓 모형을 활용한 가구 점유형태

(자가, 전세, 월세) 분석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소득, 자산, 가구원 수,

연령 등 개별 가구의 특성을 주요 변수로 활용하며, 주택 금융 제약과

주택 유형 선택을 결합하는 연구 또한 존재하였다.

정의철·심종원(2005)의 연구는 임대인 관점에서 전세 임대 시의 수익

구조를 고려하였으며, 동일한 아파트를 보증부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를

모형화하였다. 또한, 전월세전환율과 보증금 등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 전월세 시장에 대한 영향 요인을 제시하여 전세와 보증부 월세의

계약 추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점유 유형 선택에 따른 임대

인의 투자수익률이 임차 계약을 결정하는 분석을 제시하며 전월세 시장

의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성은영·최창규(2012)는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을 기반으로 전세와 월세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분석하였으며 1999년, 2003년, 2008년 데이터

를 활용하여 이항 로짓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총자산, 부채, 소

득, 가구 특성 등이 전세와 월세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

다.

심종원·정의철(2010)은 소득, 가격, 가구 특성을 비롯하여 상대주거비용

과 항상소득을 고려하여 점유 유형 선택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

소득이 아닌 자산에 근접한 요인을 고려하였고, 월세 대비 전세와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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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월세의 주거비용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요소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임재만(2011)은 대출 유무에 따른 임대차 계약 유형 선호를 모형화하고,

이를 통해 예산제약을 고려한 투자수익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택소유자가 매매가격 상승 유무를 고려

할 때의 전세 공급 변화를 분석하여 시장 변화의 영향 요소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박성식·최막중(2013)은 기존의 임대인 중심의 해석이 아닌 임차인을 고

려한 수리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임대료와 보증금의 전환을 토대로

임차인의 비용과 위험을 고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 이해관계를 감

안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자경(2016)은 축소하는 전세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전세가구의

점유유행 선택을 분석하였다.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상대주거

비용,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으며, 이후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배율을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길용민(2016)은 2014년 주거실태조사와 실거래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

택 유형과 점유유형 선택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상대주

거비용과 금융 제약, 가격 상승 기대 등의 요인들이 각각의 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과 해당 선택의 선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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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소결 및 연구의 차별성

점유 유형, 전월세 시장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로짓 모형을 활용하여

가구의 점유형태(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영향 요소를 파악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주로 개인 및 가구, 지역을 표본으로 횡단면적 개체 특성

을 고려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시계열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의 경우

수익률과 가격 상승 등이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중심으

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구조적 요인, 경제적 요인이 서울시 전월세 시장의 변화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횡단면적 차이가 지역 변화

의 차이를 끌어내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 시기별로 변동을 보이는 요인

들이 전월세 시장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기존 전세 위주의 서울시 아파트 임

차 시장에서 왜 보증부 월세가 증가하는지, 또 이러한 월세화로의 변화

가 왜 지역별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패널 차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의 월세화 요인을 파악하

고, 임대차 시장의 정부 정책 설정 및 시장 접근 방향에 대한 다른 시각

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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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문제 및 가설 설정

3.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보증부 월세 거래가 기존의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

뿐만이 아닌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도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분

석하되, 이러한 임차 시장의 양상이 왜 지역별로 다른 속도로 증가하며

변화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먼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 등이 서울시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준월세와 준전세를 포함한 전체 보증부 월세 거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후, 이러한 요인들이 보증금 비중이 높은 준전세와 보증금 비중이 낮

은 준월세에 미치는 영향들이 각각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다.

또한,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세밀한 변화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단순히 횡단면적으로 고정된 개체별 특성이 거래 비중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개체별 특성의 변화량이 거래 비중의 변화량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

는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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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존 전세 위주의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는 왜 증가하는가? 또

한 월세화로의 변화가 왜 지역별로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가?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별적인 입장에서 전세와 보

증부 월세의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데에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기존 주택 소유자(임대인)와 수요

자(임차인)가 시장 변화와 수익 구조, 자산 수준 등에 따라 어떠한 계약

을 선택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주로 개별 표본(임대인 또는 임

차인)의 선택을 활용하는 특징을 가진 로짓 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각각

의 입장과 선호 차이가 계약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시계열적으로 보증부 월세가 증가하였다는

연구 문제에서 출발하여 임차 시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연구는 있었으

나, 주로 횡단면적 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를 특정 시점에서 분석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학군, 지하철역 등 횡단면적으로 고정된 지역

의 특성을 통해 기존 전세 위주의 시장에서 보증부 월세화가 급격히 증

가하는 현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이러한 증가 추이가 지역 및

시계열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증부 월세의 증가 이유와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변화 양상

의 파악을 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책 추

진 시 필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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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증부 월세화 변화가 세부 유형(보증금 비중)에 따라 왜 다르

게 나타나는가?

앞서 설명하였듯이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 비중에 따라 준전세와 준월세

로 구분해볼 수 있다. 기존 서울시 아파트 임대차 시장은 준전세 비중이

3~5%대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모든 자치구에서

속도 차이를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다. 기존 대다수의 보증부 월세 거래

를 차지하던 준월세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이러한 상승 양상은

준전세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보증부 월세의 상승을 파악

하는 것만이 아닌,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후의 추세적인 변화와 흐름에 대해 진단해 보고자 한다.

셋째, 경제적 변화와 사회구조적 변화가 월세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

는가?

셋째로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인 변화와 사회구조적인 변화의 속

도가 보증부 월세 변화의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가 존재하

지 않았다. 시계열적 경제적 요소와 거래량의 상관관계나 전월세전환율

결정에 초점을 가진 분석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가늠하는 연주가 주로

진행되었으며, 1인 가구 등 가구분화의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고려한 연

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적인 변동을 보이는 경제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추세를 보이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월세화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진행되는 보증부 월세화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하

여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기 또는 중장기적 정책의 선택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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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 연소득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일수록 보증부

월세화가 빠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분석은 보증부 월세가 어떤 이유로 늘어나는지,

또 보증부 월세화가 왜 지역별로 다른 속도로 변화하는지에 대해 규명하

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둔다. 최근 수년간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되

고, 전세 거래에 대한 수요와 전세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다. 허나 상승한

전세 가격이 지역 및 연도별로 다르고, 이에 대한 부담 역시 가구별로,

지역별로 상이하다. 이로 인해 목돈 마련의 부담이 큰 임차 가구의 경우,

또 부담이 큰 가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큰 폭으로 상승한 전세 가격분을

월세로 전환할 것이다. 해당 지역의 임대인 또한 저금리 기조에서 예금

및 투자 등에 투입하는 전세금 보다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월세 임

대 수익을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 결

정 균형이 반영된 지점에서 보증금 비중이 결정될 것이며, 해당 지역 임

차인들의 평균 연소득 대비 해당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일수

록 보증부 월세화가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그림 9 연구 가설 1.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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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 2. 임대차 공급 경쟁이 적은 지역일수록 보증부 월세화가

빠를 것이다.

지역 내에서 아파트 신규 공급이 발생할 시, 임대 공급이 증가하여 기

존 및 신규 수요자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공급 경쟁으

로 인해, 임대인은 수익 추구를 위한 보증부 월세화를 자의적으로 추진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내에서 ‘이사 시 희망하는 점유 형

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자가는 44.9%, 전세는 49.9%, 월세는 4.2%

(서울서베이, 2017)로 대다수의 수요자가 전세와 자가를 희망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수요자는 월세가

아닌 전세를 선택할 것이다. 연구 가설 1.에서 제시한 내용은 임대인 및

임차인이 모두 보증부 월세를 추구하는 경우를 모형에 반영하는 것이며,

연구 가설 2.의 경우 이와 달리 지역 내 임차 시장의 공급 특징과 경쟁

이 보증부 월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가설이다.

그림 10 연구 가설 2.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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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 3. 1·2인 가구 분화가 증가하는 것이 지역 내 보증부 월

세화 속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2005년 전체 가구 유형의 27%를 차지하던 4인 가구 등 대형 가구가 감

소하며, 2015년 1·2인 가구는 총 53.3%로 증가(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

계청)하였다. 또한, 2016년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170.3만원, 2인 가구

는 316.8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인 371.1만원(가구원수별 가계수

지, 통계청)에 비해 비교적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상속 및 증여 비중

~2인 이하 가구 16.7%
다인 가구 2.7%

표 3 청년층 1·2인 가구 주택 마련

* 자료 : 2015 한국복지패널

이러한 1·2인 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층을 기준으로 살펴보

면, 청년층 1·2인 가구의 16.7%는 상속 및 증여(청년층 다인 가구: 2.7%)

를 통해 주택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1·2인 가구가 낮

은 소득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산 이전이 가구별로 상이하여 여러 형

태의 점유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통해 설정한 연구 가설 3.

은 단순히 1·2인 가구 수 증감으로 인한 보증부 월세화의 속도차이는 유

의하지 않을 것이란 의미이며, 기각 여부가 1·2인 가구의 주거 지원 방

향과 기준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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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 4. 자산 수준이 낮은 가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보증금 비

중이 더 낮은 형태의 보증부 월세화가 빠를 것이다.

자산이 적은 가구일수록 가용 자산이 부족하여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보증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보증금 비중을 낮추어 마련한 금액으로 월세를 충당하는 방식을 선택하

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산 수준이 낮은 가구가 많은 지역

일수록 보증금 비중이 더 낮은 형태인 준월세 형태의 보증부 월세 거래

가 증가할 것이다. 연구 가설4.의 검증을 통해 세부적인 구분의 보증부

월세화가 임차 시장 내에서 어떠한 이유로 변화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주

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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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분석의 틀

4.1 분석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월세 거래가 주를 이루는 기존 다세대 다가구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만이 아닌,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온 보

증부 월세 거래의 증가 원인과 지역별 변화 속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하며, 분석에 사

용된 변수 또한 25개 자치구 표본별로 구성한다. 분석에 필요한 지역별·

연도별 보증부 월세 거래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제공 시스템

(http://rtdown.molit.go.kr)을 통해 구득 및 가공하였다. 전월세가 실거래

가의 공개는 2011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

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모든 변수의 시계열

적 구성 범위를 2011년부터 2016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구분 내용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시간적 범위 2011년 ~ 2016년

내용적 범위
아파트 임차 거래 중 준월세 거래 비중,

준전세 거래 비중, 보증부 월세 거래 비중

표 4 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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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 자료

4.2.1 분석 자료의 구성

(종속변수) 보증부 월세 거래 비중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해당 년도 자치구의 전체 임대차 거래 중

보증부 월세 거래 비중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준월세와 준전세를

포함한 전체 보증부 월세 모형과 준월세 모형, 준전세 모형 총 세 가지

모형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11 연도별 서울시 아파트 임대차 거래 추이 (단위: 건수)

* 자료: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거래건수(2011~2016)

전세와 순수 월세를 포함한 서울시 아파트 임대차 거래의 2011~2016년

평균 거래 건수는 약 16.7만 건으로 2013년이 약 15.6만 건, 2014년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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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만 건으로 가장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

와 가설은 실질적인 거래량의 변화가 아닌 거래 유형의 변화 양상이기

때문에, 연도별 거래 건수의 편차로 인한 계절성과 자치구별 아파트 재

고 및 인구 수 차이 고려 등의 문제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종속변수 1-1. 보증부 월세 거래 비중

(보증부 월세 모형)

보증부월세비중변수    

    

p_rent = t 년도 n 지역의 순수 월세 거래 건수

quasi_mon = t 년도 n 지역의 준월세 거래 건수

quasi_j = t 년도 n 지역의 준전세 거래 건수

full_j = t 년도 n 지역의 전세 거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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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1-2. 준전세 거래 비중

(준전세 모형)

준전세비중변수    



p_rent = t 년도 n 지역의 순수 월세 거래 건수

quasi_mon = t 년도 n 지역의 준월세 거래 건수

quasi_j = t 년도 n 지역의 준전세 거래 건수

full_j = t 년도 n 지역의 전세 거래 건수

종속변수 1-3. 준월세 거래 비중

(준월세 모형)

준월세비중변수    



p_rent = t 년도 n 지역의 순수 월세 거래 건수

quasi_mon = t 년도 n 지역의 준월세 거래 건수

quasi_j = t 년도 n 지역의 준전세 거래 건수

full_j = t 년도 n 지역의 전세 거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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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강남구 20.1 20.4 25.8 29.3 40.2 39.4

강동구 14.8 16.0 20.0 23.4 33.8 30.5

강북구 15.7 15.5 20.3 23.0 29.2 31.1

강서구 15.2 14.3 20.9 19.6 27.9 26.0

관악구 18.6 19.0 24.4 28.8 40.7 39.6

광진구 12.4 12.9 19.7 20.2 32.7 35.8

구로구 15.9 16.2 22.2 21.0 33.2 31.7

금천구 14.1 13.7 18.9 24.0 27.5 26.8

노원구 22.3 22.1 26.7 25.2 32.8 32.1

도봉구 20.5 20.6 26.7 24.6 34.9 31.9

동대문구 18.3 18.2 22.8 25.8 38.4 37.6

동작구 12.1 13.5 20.7 23.2 38.3 37.7

마포구 16.7 17.0 22.6 24.0 36.4 38.6

서대문구 16.2 14.3 21.4 24.3 31.6 35.8

서초구 18.5 19.5 23.9 26.8 39.3 38.5

성동구 16.1 17.7 24.2 25.4 37.7 36.2

성북구 16.9 14.4 20.6 23.2 30.6 31.3

송파구 17.6 18.0 23.1 25.3 37.1 35.3

양천구 12.2 11.3 15.9 15.3 27.5 29.9

영등포구 14.6 16.6 25.2 25.5 34.7 34.5

용산구 16.4 16.6 22.1 23.1 33.3 35.1

은평구 12.4 14.2 19.3 19.6 25.9 29.5

종로구 20.1 19.1 23.9 30.3 46.2 45.6

중구 19.2 25.7 31.4 32.1 46.0 44.2

중랑구 17.8 16.4 22.5 23.8 32.9 32.2

표 5 보증부 월세 거래 비중 (단위: %)

보증부 월세 거래 비중 추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11년 전체 보증부 월세 거래 비중 평균은

16.6%이었으나 이후 약 18.1%가 증가하여 2016년 34.7%의 보증부 월세

거래가 이루어졌다. 2011년을 기준으로 낮은 비중의 보증부 월세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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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던 지역은 동작구(12.1%), 강동구(14.8%), 강서구(15.2%), 강북구

(15.7%), 구로구(15.9%) 순이었으며, 높은 비중의 보증부 월세 거래가 이

루어졌던 지역은 노원구(22.3%), 도봉구(20.5%), 종로구(20.1%), 강남구

(20.1%), 중구(19.2%) 순이었다. 또한, 2016년을 기준으로 낮은 비중으로

보증부 월세 거래가 이루어졌던 지역은 강서구(26.0%), 금천구(26.8%),

은평구(29.5%), 양천구(29.9%), 강동구(30.5%) 순이었으며, 높은 비중의

보증부 월세 거래가 이루어졌던 지역은 종로구(45.6%), 중구(44.2%), 관

악구(39.6), 강남구(39.4%), 마포구(38.6%) 순이었다. 반면 6년의 기간 동

안 월세 거래 비중이 느린 속도로 적게 증가하였던 지역은 노원구

(9.8%), 강서구(10.9%), 도봉구(11.4%), 금천구(12.7%), 중랑구(14.4%) 순

이었으며, 빠른 속도로 크게 증가하였던 지역은 동작구(25.6%), 종로구

(25.4%), 중구(25.0%), 광진구(23.4%), 마포구(21.9%) 순이었다.

그림 12 서울시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보증부 월세 비중

* 자료: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거래건수(20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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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강남구 14.2 15.0 17.6 17.1 18.9 17.0

강동구 11.2 11.9 13.7 14.9 16.9 14.4

강북구 12.8 12.8 15.8 15.8 19.9 18.0

강서구 11.3 10.8 14.7 14.0 17.5 13.9

관악구 13.7 14.4 17.1 18.9 23.3 20.5

광진구 8.8 9.1 12.5 10.3 14.7 12.6

구로구 12.6 12.6 16.2 15.2 18.4 17.1

금천구 11.4 11.2 14.7 17.9 18.5 15.8

노원구 18.4 18.1 22.5 19.8 23.6 21.5

도봉구 17.0 17.2 21.8 19.3 25.0 20.9

동대문구 15.1 14.3 18.3 18.5 23.9 22.4

동작구 8.2 9.7 13.7 12.8 17.6 14.9

마포구 12.8 12.6 15.4 14.9 19.7 15.9

서대문구 11.9 11.0 15.6 15.1 17.5 19.1

서초구 12.6 13.3 14.6 15.1 16.6 16.2

성동구 12.4 14.6 18.3 16.2 20.4 17.8

성북구 13.5 11.3 15.9 15.2 18.2 16.6

송파구 12.9 12.2 13.9 12.4 15.4 13.0

양천구 8.7 8.5 10.2 8.5 11.0 10.1

영등포구 10.8 12.9 18.4 17.6 19.6 15.9

용산구 11.8 11.6 15.0 14.6 17.6 16.0

은평구 9.4 11.2 14.6 13.9 15.9 15.7

종로구 15.3 13.1 16.8 20.7 30.4 27.6

중구 15.9 21.8 24.3 22.5 29.2 25.5

중랑구 13.6 12.7 18.4 18.3 21.7 19.2

표 6 준월세 거래 비중 (단위: %)

준월세 거래 비중 추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11년 준월세(전세금 대비 보증금 10%~60%)

거래 비중 평균은 12.7%이었으나 이후 약 4.8%가 증가하여 2016년

17.5%의 준월세 거래가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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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세 대비 거래 비중이 낮았던 기존의 보증부 월세 시장 중 준월세

형태의 거래가 대부분이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한 준전세 시장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진 않았다. 2011년을 기준으로 낮은 비중의 준월세 거

래가 이루어졌던 지역은 동작구(8.2%), 양천구(8.7%), 광진구(8.8%), 은

평구(9.4%), 영등포구(10.8%)순이었으며, 높은 비중의 준월세 거래가 이

루어졌던 지역은 노원구(18.4%), 도봉구(17.0%), 중구(15.9%), 종로구

(15.3%), 동대문구(15.1%) 순이었다. 또한, 2016년을 기준으로 낮은 비중

으로 준월세 거래가 이루어졌던 지역은 양천구(10.1%), 광진구(12.6%),

송파구(13.0%), 강서구(13.9%), 강동구(14.4%) 순이었으며, 높은 비중의

준월세 거래가 이루어졌던 지역은 종로구(27.6%), 중구(25.5%), 동대문구

(22.4%), 노원구(21.5%), 도봉구(20.9%) 순이었다. 반면 6년의 기간 동안

준월세 거래 비중이 느린 속도로 적게 증가하였던 지역은 송파구(0.1%),

양천구(1.4%), 강서구(2.6%), 강남구(2.8%), 마포구(3.0%) 순이었으며, 빠

른 속도로 크게 증가하였던 지역은 종로구(12.3%), 중구(9.6%), 서대문구

(7.3%), 동대문구(7.2%), 관악구(6.7%) 순이었다.

그림 13 서울시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준월세 거래 비중

* 자료: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거래건수(20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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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강남구 4.2 3.7 6.4 10.0 19.6 21.0

강동구 3.3 3.6 5.3 6.9 15.3 14.7

강북구 2.7 2.5 4.1 6.3 8.3 12.3

강서구 3.5 3.2 5.3 5.0 9.7 11.6

관악구 4.5 4.2 6.4 8.7 15.6 17.4

광진구 3.4 3.7 7.1 9.8 17.7 22.9

구로구 3.0 2.9 4.9 4.9 13.6 13.8

금천구 2.4 2.2 3.4 4.5 8.2 9.8

노원구 3.0 2.9 3.0 4.2 8.0 9.7

도봉구 2.9 2.7 3.8 4.2 8.2 9.7

동대문구 2.9 3.3 3.9 6.6 13.2 14.0

동작구 3.7 3.6 6.5 10.1 20.3 22.5

마포구 3.1 3.2 6.1 8.1 15.7 21.5

서대문구 3.8 2.7 5.3 8.4 13.4 16.0

서초구 4.3 4.6 7.5 10.2 21.2 20.8

성동구 3.5 2.9 5.6 8.9 16.9 18.0

성북구 3.1 2.9 4.5 7.6 12.1 14.5

송파구 4.4 5.5 8.9 12.5 21.3 21.9

양천구 3.3 2.7 5.6 6.6 16.3 19.6

영등포구 3.2 2.9 5.2 6.4 13.6 17.6

용산구 2.7 2.8 4.9 6.9 13.3 17.6

은평구 2.7 2.6 4.2 5.2 9.4 13.4

종로구 3.7 5.0 5.6 7.5 13.3 15.9

중구 3.0 3.5 6.8 8.7 16.1 17.9

중랑구 3.7 3.0 3.3 4.4 9.6 12.0

표 7 준전세 거래 비중 (단위: %)

준전세 거래 비중 추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11년 준전세(전세금 대비 보증금 60% 초과)

거래 비중 평균은 3.4%이었으나 이후 약 12.8%가 증가하여 2016년

16.2%의 준전세 거래가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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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평균 12.7%의 비중을 차지했던 준월세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의 비

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준월세(2016년 평균

17.5%)와 근사한 수준으로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낮

은 비중의 준전세가 이루어졌던 지역은 금천구(2.4%), 은평구(2.7%), 용

산구(2.7%), 강북구(2.7%), 동대문구(2.9%) 순이었으며, 높은 비중의 준

전세 거래가 이루어졌던 지역은 관악구(4.5%), 송파구(4.4%), 서초구

(4.3%), 강남구(4.2%), 서대문구(3.8%) 순이었다. 또한, 2016년을 기준으

로 낮은 비중으로 준전세 거래가 이루어졌던 지역은 노원구(9.7%), 도봉

구(9.7%), 금천구(9.8%), 강서구(11.6%), 중랑구(12.0%) 순이었으며, 높은

비중의 준전세 거래가 이루어졌던 지역은 광진구(22.9%), 동작구(22.5%),

송파구(21.9%), 마포구(21.5%), 강남구(21.0%) 순이었다. 반면 6년의 기

간 동안 준전세 거래 비중이 느린 속도로 적게 증가하였던 지역은 노원

구(6.7%), 도봉구(6.8%), 금천구(7.5%), 강서구(8.1%), 중랑구(8.3%) 순이

었으며, 빠른 속도로 크게 증가하였던 지역은 광진구(19.5%), 동작구

(18.8%), 마포구(18.4%), 송파구(17.6%), 강남구(16.7%) 순이었다.

그림 14 서울시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준전세 거래 비중

* 자료: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거래건수(20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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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설명 변수의 구성

분석에 사용된 설명 변수는 한국감정원, 서울서베이, LH전월세지원센

터, 서울통계광장, 서울시 회계연도 결산서,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을 통

해 구득 및 구성하였다.

4.2.2.1. 전세가격 상승 부담

분석에 사용된 설명 변수 ‘전세가격 상승 부담’은 연구 가설 1.의 검증

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이다. ‘연소득 대비 전세가격 상승 폭이 큰 지역일

수록 보증부 월세화가 빠를 것이다’ 라는 가설에 필요한 변수화를 위해

한국감정원 및 서울 서베이를 통해 구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가공하였다.

전세가격상승부담변수 

jeon_rise = t 년도 n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분

ave_inc = t 년도 n 지역의 평균 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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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전세가격 상승 (단위: 만원)

지역별·연도별 전세 상승 금액은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해당 데이터가 연도별로 구성된 것이 아닌, 월별

데이터이므로 전기 12월 전세가격 대비 해당 연도 12월의 전세 상승 금

액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2010년 대비 2011년의 서울시 평균 전세 상

승 금액은 4,401.9만원이다. 또한, 2011년을 기준으로 큰 단위의 전세가격

상승을 보인 지역은 강남구(8,541.6만원), 송파구(7,387.1만원), 서초구

(6,823.5만원), 광진구(6,386.7만원), 성동구(5,884.9만원) 순이며, 낮은 단위

의 전세가격 상승을 보인 지역은 은평구(1,624.8만원), 금천구(2,090.4만

원), 강북구(2,853.8만원), 도봉구(3,013.2만원), 노원구(3,138.3만원) 순이

다. 2015년 대비 2016년의 서울시 평균 전세 상승 금액은 6,193.1만원으

로, 2011년 상승금액에 비해 약 1,781.2만원 상승하여 전체적인 전세 부

담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을 기준으로 큰 단위의 전세가격

상승을 보인 지역은 서초구(14,750.1만원), 강남구(14,093.3만원), 송파구

(10,112.8만원), 강동구(8,211.8만원), 강서구(7,799.4만원) 순이며, 낮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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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전세가격 상승을 보인 지역은 중랑구(2,155.7만원), 도봉구(3,230.2만

원), 노원구(3,961.3만원), 강북구(4,195.2만원), 금천구(4287.9만원) 순이다.

지역별·연도별 평균 연소득의 경우, 2011~2016년 서울서베이의 가구주

소득 자료를 활용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구별 가구 소득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약 20,000건의 표본으로 조사한 서울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016년 월소득을 기준으로 서초구(523.0만원), 강남구(515.7

만원), 강동구(507.2만원), 송파구(502.8만원), 강서구(489.1만원) 순으로

소득이 높았으며, 중구(375.7만원), 광진구(382.5만원), 동대문구(392.5만

원), 양천구(400.4만원), 관악구(402.2만원) 순으로 소득이 낮았다.



- 35 -

4.2.2.2. 아파트 공급 경쟁

분석에 사용된 설명 변수 ‘아파트 공급 경쟁’은 연구 가설 2.의 검증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이다. ‘임대차 공급 경쟁이 적은 지역일수록 보증부

월세화가 빠를 것이다’ 라는 가설에 필요한 변수화를 위해 서울통계광장

및 LH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구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가공하였다.

아파트공급경쟁변수



new_sup = t 년도 n 지역의 신규 사용 승인 아파트 세대 수

pre_stk = t 년도 n 지역의 아파트 재고 세대 수

본 변수는 세대 수 비교가 아닌 비중 형태로의 비교를 위해 가공하는

것이며, 지역별 규모 차이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으므로 인구 및 세대

규모에 따른 보정은 하지 않았다. 아파트 공급 경쟁 변수의 구성에 사용

된 아파트 재고 세대 수는 서울통계광장의 2011년~2016년 ‘아파트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아파트 현황’ 중 세대 수를 분모로 활용하였다. 분

자에 사용된 신규 공급 수는 실제 해당 연도에 임대차 공급이 가능한 세

대 수의 증감을 사용하기 위해, 인허가 기준이 아닌 ‘신규 사용 승인’ 데

이터를 활용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신규 사용 승인 데이터를 별

도의 통계 자료로 제공하지 않으므로, LH전월세지원센터 내 월별 사용

승인 자료를 구득하여 연도별 데이터로 재구성 후 분자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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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강남구 2.55 1.73 2.53 7.71 2.66 1.22

강동구 8.87 0.79 0.47 0.66 1.82 2.02

강북구 4.26 0.44 0.24 0.00 0.88 0.00

강서구 0.18 0.54 0.99 6.02 2.31 4.53

관악구 1.17 0.68 0.00 1.12 0.12 0.07

광진구 0.62 1.78 1.69 2.07 0.44 0.00

구로구 6.82 0.53 0.51 3.93 0.00 0.00

금천구 2.64 6.57 1.17 1.99 0.26 6.07

노원구 0.04 0.01 0.00 0.18 0.00 0.89

도봉구 0.13 0.04 0.49 0.00 0.00 0.48

동대문구 2.03 1.07 5.74 5.48 1.67 0.18

동작구 4.16 7.24 3.67 0.25 0.07 2.49

마포구 2.92 1.51 2.25 12.59 5.20 1.46

서대문구 0.25 10.49 0.00 1.86 11.66 1.13

서초구 3.55 0.71 3.91 3.16 2.86 3.97

성동구 2.32 6.80 0.28 3.71 3.51 11.87

성북구 1.49 0.64 0.93 0.99 0.58 0.91

송파구 3.37 0.81 2.97 0.21 1.29 1.69

양천구 4.45 0.63 0.17 2.38 0.49 0.17

영등포구 0.05 0.32 2.55 3.63 1.72 0.67

용산구 4.59 1.86 1.64 1.90 2.24 0.22

은평구 3.86 0.44 5.14 0.92 3.60 0.00

종로구 0.00 0.30 0.00 0.84 1.51 0.00

중구 6.48 5.27 1.11 2.36 0.00 1.40

중랑구 0.09 1.50 1.14 3.01 0.62 0.56

표 8 신규 사용 승인 세대 수/재고 세대 수

2011년~2016년 평균을 기준으로 아파트 공급 경쟁(아파트 재고 세대 수

대비 신규 사용 승인 세대 수)이 적었던 지역은 노원구(0.19%), 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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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 종로구(0.44%), 관악구(0.53%), 성북구(0.92%) 순이었으며, 공급

경쟁이 많았던 지역은 성동구(4.75%), 마포구(4.33%), 서대문구(4.23%),

금천구(3.12%), 강남구(3.07%) 순이었다.

연구 가설2.에 의하면, 연도별로 신규 공급이 더 많아질수록 기존 재고

의 임차 공급에 비해 임차인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다. 임대인들은 임

대 수익 확보를 위한 보증부 월세 공급 전환이 어려울 것이고, 이러한

지역일수록 보증부 월세화 속도가 느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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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가구 분화

분석에 사용된 설명 변수 ‘가구 분화’는 연구 가설 3.의 검증에 사용되

는 주요 변수이다. ‘1·2인 가구 분화가 증가하는 것이 지역 내 보증부 월

세화 속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설에 필요한

변수화를 위해 서울통계광장을 통해 구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가공하였

다.

가구분화변수

min

minor_hh = t 년도 n 지역의 1·2인 가구 세대 수

whole_hh = t 년도 n 지역의 전체 가구 세대 수

본 변수는 세대 수 비교가 아닌 비중 형태로의 비교를 위해 가공하는

것이며, 지역별 규모 차이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으므로 인구 및 세대

규모에 따른 보정은 하지 않았다. 가구 분화 변수의 구성에 사용된 1·2

인 가구 세대 수 및 전체 가구 세대 수는 서울통계광장의 2011년~2016년

‘세대원수별 세대수’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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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2인 가구 비중 변화

2011년을 기준으로 1·2인 가구 비중이 높았던 지역은 중구(64.9%), 관

악구(64.9%), 용산구(64.5%), 종로구(63.5%), 마포구(60.0%) 순이었으며,

1·2인 가구 비중이 낮았던 지역은 양천구(44.9%), 노원구(46.4%), 도봉구

(48.6%), 송파구(49.2%), 강동구(49.5%) 순이었다. 또한, 2016년을 기준으

로 1·2인 가구 비중이 높았던 지역은 관악구(68.5%), 중구(66.7%), 종로

구(65.8%), 용산구(64.6%), 동대문구(61.6%) 순이었으며, 1·2인 가구 비중

이 낮았던 지역은 양천구(45.8%), 노원구(48.9%), 송파구(50.0%), 서초구

(50.2%), 도봉구(50.9%) 순이었다. 2011년 대비 2016년 가장 많은 1·2인

가구 비중 증가를 보였던 지역은 영등포구(3.9%), 관악구(3.7%), 금천구

(3.6%), 강북구(3.2%), 강서구(3.2%) 순이며, 가장 적은 1·2인 가구 비중

변화를 보였던 지역은 서초구(-0.8%), 용산구(0.1%), 강남구(0.4%), 송파

구(0.8%), 양천구(1.0%) 순이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1·2인 가구가 증가

하였으나, 보증부 월세 증감이나 타 요인에 비해 변동 및 지역차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설이 기각되지 않고 가구 분화가 보증부 월세화 속

도에 영향이 없을 시, 주거 정책 지원의 방향성에 대한 이를 고려한 다

각적인 방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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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저자산 가구

분석에 사용된 설명 변수 ‘저자산 가구’는 연구 가설 4.의 검증에 사용

되는 주요 변수이다. ‘자산 수준이 낮은 가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보증금

비중이 더 낮은 형태의 보증부 월세화가 빠를 것이다’ 라는 가설에 필요

한 변수화를 위해 서울시 회계연도 결산서와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을 통

해 구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가공하였다.

저자산가구변수



soc_wf = t 년도 n 지역의 1인당 연간 사회복지 세출액

lc_tax = t 년도 n 지역의 1인당 지방세 징수액

본 변수는 단순히 자산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별 지방세만의 비

교가 아닌, 지역 내 자산 수준이 낮은 가구의 지역별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구성하였다. 타 변수 가공에 활용한 소득 데이터의 경우, 금융·부동

산 등 소득 외의 가용 자산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 규모의 대리

변수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분모에 활용한 지방세 징수액의 경우, 취득

세, 재산세, 소득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을 통

해 구득하여 1인당(주민등록인구 기준) 지방세 징수액으로 가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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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강남구 3,599,007 3,922,304 3,545,718 3,684,674 5,163,266 4,709,817

강동구 734,068 791,360 731,594 809,380 923,923 1,047,303

강북구 473,154 520,122 493,588 546,995 516,404 538,557

강서구 646,287 662,465 656,236 865,478 922,075 977,940

관악구 520,788 508,578 518,146 565,727 593,001 636,980

광진구 708,141 748,697 682,079 764,910 863,537 895,829

구로구 823,928 754,490 757,788 873,817 857,247 940,523

금천구 1,050,403 1,065,019 1,143,583 1,323,334 1,254,764 1,379,789

노원구 439,369 428,240 430,854 475,926 462,404 550,844

도봉구 501,976 498,547 494,815 540,108 511,639 534,327

동대문구 817,850 794,192 816,135 894,683 882,252 938,791

동작구 697,672 723,877 693,446 727,166 787,241 889,320

마포구 1,100,410 1,199,373 1,207,769 1,357,809 1,518,810 1,618,669

서대문구 717,689 729,745 715,958 849,908 862,881 1,005,921

서초구 2,514,530 2,567,120 2,511,495 2,775,706 3,053,789 3,484,178

성동구 927,640 953,480 989,259 1,195,834 1,217,521 1,325,216

성북구 607,993 614,962 590,086 649,126 675,813 735,631

송파구 1,102,339 1,104,808 1,185,935 1,356,966 1,418,014 1,811,642

표 9 1인당 지방세 징수액 (단위: 원)

그림 17 1인당 지방세 징수액

* 자료 :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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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674,809 687,300 661,855 741,279 758,615 885,122

영등포구 2,091,240 2,285,847 2,083,449 2,234,128 2,748,488 2,756,591

용산구 2,010,730 1,887,718 1,855,492 2,209,177 2,275,477 2,601,393

은평구 507,911 493,675 468,444 536,631 592,439 607,715

종로구 3,337,784 3,610,772 4,008,925 4,222,622 4,672,945 4,632,292

중구 8,428,520 9,659,688 8,970,475 8,114,641 9,809,412 10,029,044

중랑구 503,531 502,027 518,868 596,501 572,424 644,626

본 변수 구성 중 분모에 사용된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의 경우, 2011년

을 기준으로 중구(842.8만원), 강남구(359.9만원), 종로구(333.8만원), 서초

구(251.5만원), 영등포구(209.1만원) 순으로 높았으며, 노원구(43.9만원),

강북구(47.3만원), 도봉구(50.2만원), 중랑구(50.4만원), 은평구(50.8만원)

순으로 낮았다. 또한, 2016년을 기준으로 1인당 지방세 징수액이 높았던

지역은 중구(1,002.9만원), 강남구(471.0만원), 종로구(463.2만원), 서초구

(348.4만원), 영등포구(275.7만원) 순으로 2011년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며

증가하였다. 1인당 징수액이 낮았던 지역은 도봉구(53.4만원), 강북구

(53.9만원), 노원구(55.1만원), 은평구(60.8만원), 관악구(63.7만원) 순이었

다. 2011년 대비 2016년 지방세 징수액이 많이 증가한 지역은 중구(160.1

만원), 종로구(129.5만원), 강남구(111.1만원), 서초구(97.0만원), 송파구

(70.9만원) 순이었으며, 적게 증가한 지역은 도봉구(3.2만원), 강북구(6.5

만원), 은평구(10.0만원), 노원구(11.1만원), 관악구(11.6만원) 순으로 지방

세 징수액 규모와 증감액에서 자치구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변수 구성 중 분자에 사용된 1인당 사회복지 세출액의 경우, 서울

시 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연도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개요를 통해

구성하였다.



- 43 -

일반회계

일반공공

행정

공공질서

및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사회

복지
...

지방행정,

일반행정

소방,재난

방재 등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등

문화예술,

체육 등

취약계층

지원, 노인,

청년,

주택 등

...

표 10 일반회계 세출 구성

그림 18 1인당 사회 복지 세출액

* 자료 : 서울시 회계연도 결산서

일반회계는 일반 공공 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

경 보호, 사회 복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

층에 대한 세출 부문인 사회 복지 세출액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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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중구 527,783 561,443 717,625 702,768 809,533 893,851

강북구 405,058 446,626 535,947 623,112 734,653 781,644

금천구 427,201 527,054 617,177 628,986 707,890 775,339

노원구 384,920 432,399 533,718 613,535 706,505 746,783

종로구 339,347 424,135 503,011 607,957 696,256 742,053

동대문구 315,626 369,734 442,050 504,071 619,934 707,046

은평구 322,644 383,435 447,818 533,473 620,495 680,835

도봉구 312,214 368,844 458,026 518,545 635,271 665,651

강서구 361,589 416,756 493,038 548,607 631,240 663,310

구로구 296,235 384,342 464,861 550,578 594,517 657,898

중랑구 340,691 385,077 447,613 531,958 610,654 655,014

성북구 297,378 351,214 437,173 505,736 587,868 641,920

성동구 317,082 357,101 445,966 495,555 574,509 630,120

서대문구 293,586 354,171 433,823 482,247 582,073 629,668

영등포구 275,720 349,536 454,358 484,213 599,582 627,976

용산구 295,646 385,463 420,026 486,601 560,786 617,952

마포구 314,768 344,368 439,744 497,326 542,804 609,015

동작구 282,563 339,403 397,841 453,884 562,331 584,488

관악구 272,952 325,540 392,156 499,749 531,224 584,231

강동구 253,362 296,980 396,740 465,209 534,370 584,099

양천구 259,379 315,617 386,299 436,894 501,758 567,695

광진구 251,659 306,396 358,323 414,948 499,857 522,660

강남구 299,281 333,213 395,895 445,999 488,323 513,041

서초구 166,910 207,149 305,913 354,047 423,832 504,296

송파구 202,464 249,879 322,560 379,825 426,462 457,643

표 11 1인당 사회복지 세출액

2011년을 기준으로 1인당 사회복지 세출액이 높았던 지역은 중구(52.8

만원), 금천구(42.7만원), 강북구(40.5만원), 노원구(38.5만원), 강서구(36.2

만원) 순이었으며, 1인당 사회복지 세출액이 낮았던 지역은 서초구(16.7

만원), 송파구(20.2만원), 광진구(25.2만원), 강동구(25.3만원), 양천구(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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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순이었다. 또한, 2016년을 기준으로 1인당 사회복지 세출액이 높았

던 지역은 중구(89.4만원), 강북구(78.2만원), 금천구(77.5만원), 노원구

(74.7만원), 종로구(74.2만원) 순이었으며, 1인당 사회복지 세출액이 낮았

던 지역은 송파구(45.8만원), 서초구(50.4만원), 강남구(51.3만원), 광진구

(52.3만원), 양천구(56.8만원) 순이었다. 2011년 대비 2016년 1인당 사회

복지 세출액이 많이 증가한 지역은 종로구(40.3만원), 동대문구(39.1만

원), 강북구(37.7만원), 중구(36.6만원), 노원구(36.2만원) 순이었으며, 1인

당 사회복지 세출액이 적게 증가한 지역은 강남구(21.4만원), 송파구(25.5

만원), 광진구(27.1만원), 마포구(29.4만원), 강서구(30.2만원) 순이었다.

본 설명 변수를 통해 구성한 1인당 지방세 징수액 대비 사회복지 세출

액이 많은 지역일수록 자산 수준이 낮은 가구가 많으며, 이러한 가구일

수록 전세 시장 변화 등에 더 민감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 가격이 상

승할 때 기존 자산의 운용을 통해 일정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한 가구와

달리, 기존의 보증금을 더 낮추어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변수를 활용한 연구 가설4. 의 검증을 통

해 기존 소득 고려 중심의 주거 지원 정책만이 아닌, 다각적인 정책 지

원 방향에 대해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 46 -

4.2.2.5. 전월세전환율

분석에 사용된 설명 변수 ‘전월세전환율’은 임대인의 월세 수익 변화와

임차인의 기회비용 변화가 보증부 월세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

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수이다. 전세를 월세를 전환할 때 사용되는 ‘전월

세전환율’은 연구의 시간적 범위 동안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비해 항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설에 필요한 변수는 한국감정원을 통해 구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가공하였다.

전월세전환율변수 

jw_cvrate = t 년도 n 지역의 아파트 전월세전환율

본 변수의 구성에 활용된 한국감정원 데이터의 경우, 지역별·월별 전

월세전환율로 구성되어 있어, 연도별 데이터로의 가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치구별 월별 전월세전환율을 월별 보증부 월세 거래 건수로 가

중평균하여 연도별 전월세전환율 자료로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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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강남구 7.47 7.13 6.49 5.83 5.13 4.39

강동구 7.82 7.07 6.69 6.08 5.47 4.73

강북구 7.52 7.16 6.76 5.56 5.06 4.23

강서구 7.46 7.06 6.57 5.90 5.12 4.34

관악구 7.26 6.96 6.45 5.78 5.24 4.58

광진구 6.95 6.67 6.08 5.42 4.91 4.36

구로구 7.12 6.76 6.32 5.78 5.18 4.47

금천구 7.64 7.07 6.79 6.26 5.30 4.86

노원구 7.55 7.25 6.83 6.15 5.44 4.77

도봉구 7.81 7.37 6.86 6.24 5.56 4.74

동대문구 7.38 6.99 6.58 5.80 5.12 4.53

동작구 7.06 6.59 6.37 5.39 4.81 4.26

마포구 7.24 6.76 6.23 5.81 5.14 4.35

서대문구 7.19 6.90 6.55 5.89 5.05 4.37

서초구 6.87 6.60 6.07 5.43 4.86 4.30

성동구 7.21 6.95 6.52 5.61 4.98 4.31

성북구 7.29 6.80 6.41 5.55 4.79 4.26

송파구 6.62 6.21 5.53 4.94 4.36 3.87

양천구 7.38 7.00 6.58 5.99 5.03 4.25

영등포구 7.13 6.77 6.74 6.09 5.27 4.53

용산구 7.28 6.90 6.43 5.75 5.24 4.59

은평구 7.35 6.97 6.54 6.03 5.69 4.79

종로구 7.54 6.85 6.62 6.25 5.92 5.30

중구 7.19 7.04 6.42 5.72 5.12 4.55

중랑구 7.66 7.23 7.02 6.59 5.66 4.90

표 12 연도별 아파트 전월세전환율(단위: %)

2011년의 서울시 평균 전월세전환율은 7.32%였으며, 당시 3.25%의 한

국은행 기준금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을 기

준으로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이 높았던 지역은 강동구(7.82%), 도봉구

(7.81%), 중랑구(7.66%), 금천구(7.64%), 노원구(7.55%) 순이었으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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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전월세전환율이 낮았던 지역은 송파구(6.62%), 서초구(6.87%), 광진구

(6.95%), 동작구(7.06%), 구로구(7.12%) 순이었다. 또한, 2016년을 기준으

로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이 높았던 지역은 종로구(5.30%), 중랑구(4.90%),

금천구(4.86%), 은평구(4.79%), 노원구(4.77%) 순이었으며, 아파트 전월

세전환율이 낮았던 지역은 송파구(3.87%), 강북구(4.23%), 양천구

(4.25%), 성북구(4.26%), 동작구(4.26%) 순이었다. 연도별 추이에서 알

수 있듯 전월세전환율은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1년

대비 2016년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이 크게 감소한 지역은 강북구

(-3.29%), 양천구(-3.13%), 강서구(-3.11%), 강동구(-3.10%), 강남구

(-3.08%) 순이었으며, 적게 감소한 지역은 종로구(-2.25%), 은평구

(-2.56%), 서초구(-2.57%), 광진구(-2.59%), 영등포구(-2.60%) 순이었다.

전월세전환율 자체는 현재에도 레버리지 위험 프리미엄, 보증금 반환

위험 프리미엄 등의 지표로써 여러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하는 1차 차분 모형은 전월세전환율의 변화량을 활용하며, 변

수로 활용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전환율이

더 많이 감소할수록 월세 수익의 확보를 위해 보증금 비중을 낮출 것이

며, 임차인 또한 전월세전환율이 더 많이 감소할수록 보증금 대비 월세

전환 방식이 유리하므로 보증금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의 거래가 증가

할 것이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봄으로써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전월세전환

율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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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 가격 상승 기대

분석에 사용된 설명 변수 ‘가격 상승 기대’는 지역 내 아파트의 가격

상승 기대가 보증부 월세화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기 위한

변수이며,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기대에 따라 공급자와 수요자의 점유

유형 및 보증금 비중 선호는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가격 상승 기대

가 큰 지역의 임대인인 경우, 단순히 월세를 통한 임대소득 보다는 보증

금 비중의 상승을 통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원할 것이

다. 연구에 사용한 변수는 근시안적 가격 상승 기대로 분류되는 t-2기

대비 t-1기의 가격상승이며, 한국감정원을 통해 구득한 자료를 활용하여

가공하였다.

가격상승기대변수 




unitp = t 년도 n 지역의 평균 단위 매매 가격

본 연구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1년~2016년이므로, 2009년~2016년

한국감정원의 지역별 아파트 평균 단위 매매가격 데이터를 구득하여 변

수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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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 2011 2013 2015 2016

강남구 1129.1 1077.8 1005.4 1140.8 1280.9

강동구 592.5 581.9 560.4 634.1 690.3

강북구 411.8 411.9 407.7 456.9 479.6

강서구 484.4 479.5 454.9 502.3 581.0

관악구 475.0 481.9 471.1 495.2 542.7

광진구 636.6 644.7 617.4 686.3 714.8

구로구 453.5 440.6 438.3 461.5 503.7

금천구 381.8 369.1 355.6 449.7 447.8

노원구 462.9 438.3 405.9 446.9 488.4

도봉구 419.6 391.0 360.7 397.6 431.7

동대문구 451.7 465.0 449.2 490.7 553.4

동작구 573.2 576.5 577.0 638.4 681.4

마포구 620.6 625.9 646.5 664.1 730.6

서대문구 459.0 462.3 449.1 506.5 548.6

서초구 892.1 894.7 861.8 975.1 1090.8

성동구 600.2 587.7 575.3 656.7 719.0

성북구 459.6 471.1 449.2 497.7 538.1

송파구 845.5 845.4 792.9 844.3 928.0

양천구 659.4 591.2 557.4 596.8 656.1

영등포구 571.7 553.1 533.8 567.8 626.1

용산구 814.0 799.2 714.7 816.5 905.4

은평구 419.6 434.5 443.1 482.4 517.1

종로구 515.4 586.3 564.5 599.6 644.4

중구 574.6 580.0 597.1 638.9 679.1

중랑구 422.1 426.5 401.9 444.7 471.6

표 13 아파트 단위 가격 (단위: 만원/㎥)

2009년을 기준으로 단위 매매 가격이 높았던 지역은 강남구(1,129.1만

원), 서초구(892.1만원), 송파구(845.5만원), 용산구(814.0만원), 양천구

(659.4만원) 순이었으며, 단위 매매 가격이 낮았던 지역은 금천구(381.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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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강북구(411.8만원), 은평구(419.6만원), 도봉구(419.6만원), 중랑구

(422.1만원) 순이었다. 또한, 2016년을 기준으로 단위 매매 가격이 높았던

지역은 강남구(1,280.9만원), 서초구(1,090.8만원), 송파구(928.0만원), 용산

구(905.4%), 마포구(730.6만원) 순이었으며, 단위 매매 가격이 낮았던 지

역은 도봉구(431.7만원), 금천구(447.8만원), 중랑구(471.6만원), 강북구

(479.6만원), 노원구(488.4만원) 순이었다. 전체적인 변화를 보면, 대다수

의 지역들이 2009년~2013년의 기간 동안 매매 가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가격 상승 기대가 음(-)의 방향을 나타내었으며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2009년 대비 2016년 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종

로구(25.2%), 은평구(23.2%), 동대문구(22.5%), 서초구(22.3%), 강서구

(19.9%) 순이었으며, 가격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양천구(-0.5%), 도봉구

(2.9%), 노원구(5.5%), 영등포구(9.5%), 송파구(9.8%)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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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명 비고

종속

변수 1

보증부월세 비중 변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

임대차 거래 비중

종속

변수 2

준전세 비중 변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

임대차 거래 비중

종속

변수 3

준월세 비중 변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

임대차 거래 비중

설명

변수 1

전세가격 상승 부담(ln원)

(전세가격 변화-연소득)

연도별 전세가격 변화(구별 아파트

전세가격 평균) - 구별 평균 연소득

설명

변수 2

전월세전환율 변화

(%)

자치구별 월별 전월세전환율

월 보증부월세 거래 건수로 가중평균

설명

변수 3

아파트 공급경쟁 변화

(%)

연도별 신규 사용승인 아파트 세대수

/ 연도별 아파트 재고

설명

변수 4

가격상승기대 변화

(%)

<평균단위매매가(t-1)-평균단위매매가

(t-2)> / 평균단위매매가(t-2)*100

설명

변수 5

저자산 가구 변화

(%)

1인당 연간 사회복지세출액

/ 1인당 지방세

설명

변수 6

가구 분화 변화

(%)
1인 및 2인 세대 / 전체 세대

표 14 연구 분석에 사용된 변수

분석에 사용된 모든 변수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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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분석의 흐름 및 방법

4.3.1 분석의 흐름

본 연구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과 공급 경쟁, 자산 수준 등

의 경제적 변화 및 가구 분화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가 보증부 월세화

및 지역별 보증부 월세화 속도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에서 제시한 종속 변수 및 설명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분석

한 후 보증부 월세에 대한 1차 차분 패널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분

석 모형은 세 가지로, 종속 변수가 전체 보증부 월세인 경우, 준월세인

경우, 준전세인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

구 가설을 검증하고, 설명 변수들의 변화가 보증부 월세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림 19 분석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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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분석 방법

4.3.2.1 패널 모형(Panel Model)1)

패널 모형은 동일한 개체에 대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 시점의 여러

개체들로부터 수집한 횡단면(cross-section)자료와 시간에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시계열(time series)자료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횡단면 또는

시계열 단일 분석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정보와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다. Hsiao(1985), Klevmarken(1989), Solon(1989)는 패널 모형

분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장점을 들고 있다.

첫째, 패널 모형은 개체 이질성(individual heterogeneity)을 통제할 수

있다. 개체 이질성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인 시계열 및 횡단면

분석은 왜곡된 결과를 얻을 위험이 증가하고, 패널 모형은 이러한 개별

특성효과(individual effect)와 시간특성효과(time effect)가 통제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둘째, 패널 모형은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다중공선성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높은 자유도(degrees of freedom)와 가변성(variability)을 제

공해주어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셋째, 패널 모형은 개체의 동태적인 성질을 파악하여 연구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양상을 보이는 횡단면 상에서 파악하기 힘든 여러 변

1) 최충익(2008), 「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28: 패널모형 – 시계열 분석과 횡단

면 분석을 한번에」, 국토연구원, p.120-127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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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지역) = 1, 2.....N

t(연도) = 1, 2.....T

u = 관찰되지 않은 개체 특성 효과

θ = 관찰되지 않은 시간 효과

ε = 확률적 교란항

화를 포착할 수 있다.

넷째, 패널 모형은 단순한 횡단면 또는 시계열데이터에서 확인하기 어

려운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다섯째, 패널 모형은 횡단면 및 시계열에 비해 복잡한 행태의 모형을

구성 및 검증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 패널 모형은 개인, 기업체 등 작은 단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편의(bias)를 통제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장점은 횡단면과 시계열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하며 고려하는 관

측되지 않는 변수에 대한 처리를 통해 정교화 되며, 이는 오차항에 대한

가정과 따라 변화한다. 기본적인 패널 모형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패널 모형은 식에 표현된 오차항의 가정에 따라 고정 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 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로 나뉜다. 고정

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은 시간에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관찰

되지 않는 변수가 개체에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을 따르고, 임의 효과 모

형(Random Effect Model)은 관찰되지 않는 특정한 변수가 개체 및 시간

에 따라 확률적으로 변화한다는 가정을 따른다. 이러한 구분은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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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지역) = 1, 2.....N

t(년도) = 1, 2.....T

u = 관찰되지 않은 개체 특성 효과

θ = 관찰되지 않은 시간 효과

ε = 확률적 교란항

따라 변하지 않는 개체 특성 효과가 독립변수들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통해 판단 가능하다. 관련이 있을 경우 고정 효과 모형을 택하게

되고 없을 경우 임의 효과 모형을 택하며, 두 모형 중 적합한 모형에 대

한 테스트는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다.

4.3.2.2 1차 차분 패널 모형

본 연구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과 공급 경쟁, 자산 수준, 가

구 분화가 임대차 거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이러

한 설명 변수들의 개체별·연도별 변화량의 차이가 개체별·연도별 거래

비중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실질적인 임대차 시장의 지

역별 속도 차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전

제하여, 단순히 횡단면적으로 고정된 개체 차이가 나는 설명 변수(인접

지하철 수, 학교 수, 인프라, 직장 만족도 등)는 연구 시 배제하였다. 또

한, 개체별로 횡단면 및 시계열 데이터를 구성하되 개체별·연도별로 변

화에 차이가 보일 것으로 판단되는 설명 변수를 고려하여 자료를 구축하

였다. 패널 1차 차분 모형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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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표현된 바와 같이, 1차 차분은 t년도의 데이터와 t-1년도 데이터의

차분값에 대한 패널 분석을 의미한다. 1차 차분 분석을 수행할 시의 오

차항의 개체 효과 가정과 유무는 기존과 달리 변화하며, 이를 모형에 반

영하여 분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개체 효과의 예는 다음과 같다. 횡단면

적 개체 특성 효과의 경우, 연도별로 특정 개체가 항상 a% 씩 높거나

낮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시간 효과(시계열적 개체 특성)

의 경우, 특정 연도에 모든 개체가 다른 연도에 비해 b% 씩 높거나 낮

은 양상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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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분석 결과

5.1 패널 1차 차분 모형 종합

5.1.1 자료 탐색

본 연구는 총 6기(2011~2016년)의 차분 이전 데이터를 활용한 5기의 패

널 1차 차분 모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에 사용되는 보증부 월

세, 준전세, 준월세 모형은 연구 목적에 따라 같은 설명 변수로 모형이

구성되며, 차분한 전체 설명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5.1.1.1 전세가격 상승 부담 차분

연구 가설1.의 검증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인 전세가격 상승 부담의 평

균 기초통계량의 경우, 서초구(3060.6만원), 송파구(2185.2만원), 강남구

(1280.1만원), 광진구(763.2만원), 성동구(363.7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또한, 중랑구(-3044.97만원), 도봉구(-2542.7만원), 노원구(-2163.7만

원), 은평구(-1788. 1만원), 관악구(-1761.4만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등의 경우 연도별 전세가격 상승 폭이 평균 소득

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지역의 임차 가구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 음(-)의 양상을 보이는 지역이 전

체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소득 대비를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호이며, 지역에 따른 부담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상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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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균 지역 평균

강남구 1280.153 서대문구 -1571.3

강동구 -769.711 서초구 3060.672

강북구 -1054.11 성동구 363.6898

강서구 -523.512 성북구 -572.736

관악구 -1761.38 송파구 2185.209

광진구 763.1712 양천구 61.28771

구로구 -1227.32 영등포구 -752.758

금천구 -1819.44 용산구 44.83447

노원구 -2163.67 은평구 -1788.06

도봉구 -2542.73 종로구 -778.542

동대문구 -1251.33 중구 -385.455

동작구 -395.067 중랑구 -3044.97

마포구 -1263.16

표 15 전세가격 상승 부담 차분 기초통계량 (단위: 만원)

차이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시기별 공급, 지역 호재

등에 의해 세부적인 연도별 상승 폭은 평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 또한 모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5.1.1.2 아파트 공급 경쟁 차분

연구 가설2.의 검증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인 아파트 공급 경쟁의 평균

기초통계량의 경우, 성동구(1.910), 강서구(0.871), 금천구(0.685), 서대문

구(0.177), 노원구(0.17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강동구(-1.371), 구

로구(-1.364), 중구(-1.017), 용산구(-0.874), 양천구(-0.855)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공급 경쟁의 경우, 공급이 없거나 한 번에 많은 세대가 공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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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균 지역 평균

강남구 -0.268 서대문구 0.177

강동구 -1.371 서초구 0.084

강북구 -0.852 성동구 1.910

강서구 0.871 성북구 -0.116

관악구 -0.220 송파구 -0.336

광진구 -0.123 양천구 -0.855

구로구 -1.364 영등포구 0.122

금천구 0.685 용산구 -0.874

노원구 0.170 은평구 -0.773

도봉구 0.071 종로구 -0.168

동대문구 -0.371 중구 -1.017

동작구 -0.334 중랑구 0.093

마포구 -0.292

표 16 아파트 공급 경쟁 차분 기초통계량 (단위: %)

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차분값의 기초통계량을 통해 양상을 해석하

기 어려울 것이며, 앞서 변수 설명 장에서 전술하였듯 차분 이전 값을

통해서 이러한 양상 파악이 가능하다. 2011년~2016년 평균을 기준으로

아파트 공급 경쟁(아파트 재고 세대 수 대비 신규 사용 승인 세대 수)이

적었던 지역은 노원구(0.19%), 도봉구(0.19%), 종로구(0.44%), 관악구

(0.53%), 성북구(0.92%) 순이었으며, 공급 경쟁이 많았던 지역은 성동구

(4.75%), 마포구(4.33%), 서대문구(4.23%), 금천구(3.12%), 강남구(3.0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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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균 지역 평균

강남구 0.08 서대문구 0.32

강동구 0.41 서초구 -0.16

강북구 0.64 성동구 0.24

강서구 0.63 성북구 0.22

관악구 0.73 송파구 0.17

광진구 0.54 양천구 0.19

구로구 0.37 영등포구 0.77

금천구 0.73 용산구 0.03

노원구 0.50 은평구 0.32

도봉구 0.47 종로구 0.46

동대문구 0.48 중구 0.36

동작구 0.32 중랑구 0.61

마포구 0.29

표 17 가구 분화 차분 기초통계량 (단위: %)

5.1.1.3 가구 분화 차분

연구 가설3.의 검증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인 가구 분화의 평균 기초 통

계량은 영등포구(0.77), 관악구(0.73), 금천구(0.73), 강북구(0.64), 강서구

(0.6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서초구(-0.16), 용산구(0.03), 강남구

(0.08), 송파구(0.17), 양천구(0.19)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일

정한 추세의 우상향을 보이며 증가한 가구분화는 보증부 월세 증감이나

타 요인의 변화에 비해 변동과 지역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연구 모

형을 통해 보증부 월세화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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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균 지역 평균

강남구 0.52 서대문구 4.34

강동구 4.25 서초구 1.57

강북구 11.91 성동구 2.67

강서구 2.38 성북구 7.67

관악구 7.86 송파구 1.38

광진구 4.56 양천구 5.14

구로구 6.80 영등포구 1.92

금천구 3.10 용산구 1.81

노원구 9.59 은평구 9.70

도봉구 12.48 종로구 1.17

동대문구 7.34 중구 0.53

동작구 5.04 중랑구 6.79

마포구 1.80

표 18 저자산 가구 차분 기초통계량 (단위: %)

5.1.1.4 저자산 가구 차분

연구 가설4.의 검증에 사용되는 주요 변수인 저자산 가구 차분 데이터

의 평균 기초 통계량은 도봉구(12.48), 강북구(11.91), 은평구(9.70), 노원

구(9.59), 관악구(7.8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구(0.52), 중구(0.53),

종로구(1.17), 송파구(1.38), 서초구(1.57)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차분 이

전의 저자산 가구 변수는 연도별·개체별 저자산 가구의 규모로 볼 수 있

으며, 차분한 저자산 가구 변수는 개체별 저자산 가구의 시기별 증감 폭

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설명변수의 변화는 기초통계량에서도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봉구, 강북구 등 서울 외곽의 자치구들은

1인당 지방세 징수액 대비 사회복지 세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

남권과 도심권의 자치구들은 적은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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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균 지역 평균

강남구 -0.62 서대문구 -0.56

강동구 -0.62 서초구 -0.51

강북구 -0.66 성동구 -0.58

강서구 -0.62 성북구 -0.61

관악구 -0.54 송파구 -0.55

광진구 -0.52 양천구 -0.63

구로구 -0.53 영등포구 -0.52

금천구 -0.56 용산구 -0.54

노원구 -0.56 은평구 -0.51

도봉구 -0.61 종로구 -0.45

동대문구 -0.57 중구 -0.53

동작구 -0.56 중랑구 -0.55

마포구 -0.58

표 19 전월세전환율 차분 기초통계량 (단위: %)

5.1.1.5 전월세전환율 차분

전월세전환율의 평균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을수록 임차인의 월세 선

택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임대인 또한 더 낮은 보

증금 비중의 월세 유형 계약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설명변수는 이러한 성격을 기준으로, 전월세전환율이 더 빠르

게 줄어드는 지역에서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변수이다. 전월세전환

율의 차분 기초통계량은 강북구(-0.66), 양천구(-0.63), 강서구(-0.62), 강

동구(-0.62), 강남구(-0.62) 순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로

구(-0.45), 은평구(-0.51), 서초구(-0.51), 광진구(-0.52), 영등포구(-0.52)

순으로 작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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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평균 지역 평균

강남구 2.62 서대문구 1.29

강동구 1.04 서초구 0.81

강북구 1.88 성동구 1.70

강서구 2.07 성북구 1.40

관악구 0.62 송파구 0.44

광진구 0.43 양천구 0.98

구로구 1.22 영등포구 -0.04

금천구 2.64 용산구 0.89

노원구 2.21 은평구 0.14

도봉구 2.44 종로구 -0.16

동대문구 0.67 중구 0.54

동작구 1.78 중랑구 1.78

마포구 2.07

표 20 가격 상승 기대 차분 기초통계량 (단위: %)

5.1.1.6 가격 상승 기대 차분

연구에 사용한 본 설명변수는 t-2기 대비 t-1기의 가격 상승을 의미하

는 근시안적 가격 상승 기대 변수이다. 가격 상승 기대의 변화가 임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시장 변화에 따른 임차 시

장 대책의 방향에 대해 재고해보고자 한다. 가격 상승 기대 차분 기초통

계량은 금천구(2.64), 강남구(2.62), 도봉구(2.44), 노원구(2.21), 마포구

(2.0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종로구(-0.16), 영등포구(-0.04), 은평구

(0.14), 광진구(0.43), 송파구(0.44)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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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5.1.2 모형 적합도 분석2)

T가 4인 경우를 가정하면 위와 같이 각 패널 개체별 시계열 관측 개체

4개를 가진 패널 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1차 차분을 실행하면 각 패널 개체별로 3개씩의 관측개체를

가진 패널 데이터가 되며, T가 2 이상인 패널의 차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패널 데이터 구조를 유지한다. 이러한 차분 과정을 통해 시간에 따라 변

하지 않는 패널의 개체특성인 가 제거되고, OLS로 일치추정량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모형의 오차항()에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더라

도 1차 차분 모형의 오차항인 ∆에는 1계 자기상관이 존재함을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2) 민인식·최필선, 2013, 「패널 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p.137-142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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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항에 대한 1계 자기상관 검정 결과

Wooldridge test for autocorrelation in panel dataH0: no first order 

autocorrelation
보증부 월세 모형 준전세 모형 준월세 모형

F( 1, 24) = 3.711

Prob >F = 0.0660

F( 1, 24) = 11.059

Prob >F = 0.0028

F( 1, 24) = 3.597

Prob >F = 0.0700

표 21 검정 결과

오히려 에 다음과 같은 1계 자기상관이 있을 때에는 ∆에 자기상

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 가정의 오차항 는 순수한 오차항의 기본 가정을 모두 만족시키며,

1차 차분 모형의 오차항인 ∆에 1계 자기상관 여부는 기존 모형의 

에 1계 자기 상관이 있을 때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1계 차분 시를 기준으로 오차항의 자기상관 검정을

실시하였다. 오차항 에 1계 자기 상관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통해, 각

차분 모형에 대한 검정 결과, 모든 모형에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나 오

차항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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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 of obs F(6.119)   


125 19.05*** 0.4899 0.4642

보증부월세모형 Coef t P>|t| 95% Conf. Interval

전세가격상승부담** 0.420 2.55 0.012 .0933475 .7463605

전월세전환율 2.856 1.22 0.226 -1.790555 7.503185

아파트공급경쟁** -0.310 -2.54 0.013 -.552776 -.0680037

가격상승기대 0.067 0.83 0.410 -.093319 .2273356

저자산가구*** 0.178 3.39 0.001 .074146 .2826922

가구분화 0.933 1.64 0.103 -.1909781 2.056729

*, **, *** :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

표 22 보증부 월세 1차 차분 모형 분석결과

5.2 보증부 월세 1차 차분 모형

5.2.1 분석 결과

준월세와 준전세를 모두 포함한 전체 보증부 월세에 대한 1차 차분 분

석 결과, 2011년~2016년 서울시 아파트 보증부 월세 변화에 유의미한 변

수는 전세 가격 상승 부담, 아파트 공급 경쟁 변화, 저자산 가구 변화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 상승 부담과 저자산 가구 변화는 서울시 아파트 보증부 월세

변화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공급 경쟁 변화

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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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격 상승 부담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소득 대비 전세가격 상승 폭이 큰 지역일수록 보증부 월세화가 빠를

것이다’는 연구가설 1.에서 예상한 바와 동일한 부호의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은 서울시 연소득의 추이 및 지역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에 비해, 전세 가격 상승 차이는 지속적으로 격차가 확

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 내 전세

가격 최대 및 최소 상승분의 차이는 2011년 강남구와 은평구의 차액

6,916.8만원에서 2016년 서초구와 중랑구의 차액 12,594.4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며, 전세 부담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자산 가구 변화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

수준이 낮은 가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보증금 비중이 더 낮은 형태의 보

증부 월세화가 빠를 것이다’는 연구가설 4.에서 예상한 바와 동일한 부호

의 양상을 보였다. 연구가설 4.는 보증금 비중이 더 낮은 형태의 보증부

월세화 즉, 준월세 형태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전

체 보증부 월세 거래를 고려한 본 모형의 분석 결과가 실제 가설 검증의

정오를 의미하진 않는다. 해당 모형의 분석 결과는 전체 보증부 월세가

준전세와 준월세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

며, 이후 세부 모형의 분석을 통해 가설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파트 공급 경쟁 변화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차 공급 경쟁이 적은 지역일수록 보증부 월세화가 빠를 것이다’는

연구가설 2.에서 예상한 바와 동일하게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아파트 신규 공급이 많은 지역일수록 임차 시장

에서 수요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대인은 자의적으로 월세 거래를 추

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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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구 분화 변화는 보증부 월세화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념해야할 부분은 본 설명변수를 통한 모형의 결

과가 “가구 분화 증가 자체가 보증부 월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는 변수 구성 및 모형의 특성상

자치구별 가구 분화 “속도의 차이” 즉, 특정 자치구에서 가구 분화가 빠

르게 진행되는 것이 해당 자치구의 보증부 월세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석에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검증한 목적은 실제 1,2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상속 및 증여를 통

한 가구 주택 마련 비중이 크기 때문이며, 세부적으로 가구 분화의 속도

를 살펴봤을 때의 보증부 월세 변화에 대한 영향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상속 및 증여 비중

~2인 이하 가구 16.7%

다인 가구 2.7%

표 23 청년층 1·2인 가구 주택 마련

* 자료 : 2015 한국복지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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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준전세 1차 차분 모형

5.3.1 분석 결과

보증부 월세의 한 유형인 준전세는 전세금 대비 보증금 비중이 60%를

초과하고 월세 대비 보증금이 240배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의미하며, 실

질적으로 순수 월세보다 기존 전세에 더 가까운 보증부 월세 유형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아파트 시장 전체에서 약 3% 내외의 비중을

차지했던 준전세는 2016년을 기준으로 약 16%의 비중을 보이며 빠르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증부 월세 유형을 준전세와 준월세로 다시 나누어 세부

적으로 분석한 배경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준전세와 준월세의 실질적

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 양상과 영향 또한 다를 것으로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 아파트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증가하여 온

보증부 월세화 중 왜 어떤 지역에서는 준전세가 빠르게 증가하고, 어떤

지역은 준월세가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분석과 검증을 하는 것이 목적이

며 분석 시의 중점적인 고려사항이다.

준전세에 대한 1차 차분 분석 결과, 2011년~2016년 서울시 아파트 준전

세 변화에 유의미한 변수는 아파트 공급 경쟁 변화, 가격 상승 기대 변

화로 나타났다.

가격 상승 기대 변화는 서울시 아파트 준전세 변화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공급 경쟁 변화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71 -

Num. of obs F(6.119)   


125 30.29*** 0.6043 0.5844

준전세모형 Coef t P>|t| 95% Conf. Interval

전세가격상승부담 0.096 1.03 0.305 -.0884859 .2804563

전월세전환율 -2.140 -1.61 0.109 -4.765583 .4852363

아파트공급경쟁** -0.167 -2.42 0.017 -.3044331 -.0305443

가격상승기대** 0.094 2.06 0.042 .0035004 .1846653

저자산가구 0.009 0.29 0.773 -.0503022 .0675232

가구분화 0.766 1.26 0.208 -.433346 1.965932

*, **, *** :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

표 24 준전세 1차 차분 모형 분석결과

준전세 변화에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 가격 상승 기대

변화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가격

상승 기대가 증가하는 추세의 지역에서 준전세 거래 비중이 빠르게 증가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전세 위주의 거래가 보증부 월

세로 전환될 때, 가격 상승 기대가 있는 지역은 준월세가 아닌 준전세

형태의 거래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을 방증한다. 가격 상승 기대가 있는

지역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며, 이로 인해 본 변수가 준전

세 변화에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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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 경쟁 변화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차 공급 경쟁이 적은 지역일수록 보증부 월세화가 빠를 것이다’는

연구가설 2.에서 예상한 바와 동일하게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전체 보증부 월세 모형에서 전술한 것과 동일하게 나타난 이러

한 양상은 아파트 신규 공급이 많은 지역일수록 수요자의 선택권이 확대

되고 임대인은 자의적으로 월세 거래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구 분화 변화는 준전세 거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증부 월세 거래와 마찬가지로 자치구별

가구 분화 속도의 차이가 해당 자치구의 준전세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산 가구 변화의 영향은 전체 보증부 월세 모형과 다르게 나타났으

며, 자산 수준이 낮은 가구가 증가하는 것이 준전세화가 빠르게 증가하

는 것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산 수준이 낮은

가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보증금 비중이 더 낮은 형태의 보증부 월세화가

빠를 것이다’는 연구가설 4.는 저자산 가구 변화의 영향이 전세에서 준월

세로 또는 준전세에서 준월세로 보증금 비중이 낮아지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며, 이는 추가적으로 준월세 모형의 분석을 통해

검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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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준월세 1차 차분 모형

5.4.1 분석 결과

보증부 월세의 한 유형인 준월세는 전세금 대비 보증금 비중이 10% 이

상 60% 미만이고 월세 대비 보증금이 12~240배인 임대차 계약을 의미하

며, 순수 월세와 준전세 사이에 위치한 보증부 월세 유형이다. 2011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아파트 시장 전체에서 약 13% 내외의 비중을 차지했던

준전세는 2016년을 기준으로 약 18%의 비중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앞서 준전세 1차 차분 모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보증부 월

세 유형을 실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 준전세와 준월세를 나누어 분석

함으로써 임대차 시장 변화를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준월세에 대한 1차 차분 분석 결과, 2011년~2016년 서울시 아파트 준월

세 변화에 유의미한 변수는 전세 가격 상승 부담, 전월세전환율 변화, 아

파트 공급 경쟁 변화, 저자산 가구 변화로 나타났다.

전세 가격 상승 부담과 전월세전환율 변화, 저자산 가구 변화는 서울시

아파트 준월세 변화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공급 경쟁 변화는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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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 of obs F(6.119)   


125 30.29*** 0.6043 0.5844

준전세모형 Coef t P>|t| 95% Conf. Interval

전세가격상승부담*** 0.296 3.26 0.001 .1164188 .4765602

전월세전환율*** 4.567 3.53 0.001 2.003342 7.128907

아파트공급경쟁** -0.140 -2.08 0.040 -.2740187 -.0066633

가격상승기대 -0.033 -0.74 0.464 -.1212632 .0555801

저자산가구*** 0.158 5.43 0.000 .1003124 .2153272

가구분화 0.857 1.34 0.184 -.4127145 2.127196

*, **, *** :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유의함

표 25 준월세 1차 차분 모형 분석결과

준월세 변화에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 전세 가격 상승

부담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전세

가격 상승 부담이 큰 지역일수록 준월세 거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준전세 모형 분석 결과와 종합하여 유념할

부분은, 전세 가격 상승 부담이 준전세가 아닌 보증금 비중이 더 낮은

준월세 모형에서만 유의하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보증부 월세 거래

시 보증금 비중에 따라 임차인의 전세 가격 상승 부담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방증하며, 개별 표본의 소득 및 자산 등을 고려한 선택 모형

연구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준월세 변화에 정(+)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된 전월세전환율 변

화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설명 변수는 전체

보증부 월세 모형과 준전세 모형에선 유의하게 작용하지 않았으며, 보증

금 비중이 낮은 준월세 모형에서만 유의한 변수로 작용했다. 전월세전환



- 75 -

율 자체의 정의와 구조 결정 등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전환할 시에 나타

나는 기대 이익(임대인)과 기회비용(임차인) 관점의 접근이다. 이를 통해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지

역의 경우, 보증금 비중이 낮은 형태의 준월세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져 임대인의 기

대이익이 감소하고 임차인의 기회비용이 증가할수록 보증금 비중이 낮은

형태의 보증부 월세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파트 공급 경쟁 변화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차 공급 경쟁이 적은 지역일수록 보증부 월세화가 빠를 것이다’는

연구가설 2.에서 예상한 바와 동일하게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해당 설명 변수는 전체 보증부 월세, 준전세 모형과 마찬가지로

준월세 모형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급 경쟁으로 인한 거래

유형 선택의 폭 변화가 보증금 비중에 무차별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산 가구 변화의 영향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자산 수준이 낮은 가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보증금 비중이 더 낮은

형태의 보증부 월세화가 빠를 것이다’는 연구가설 4.에서 예상한 바와 동

일하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전세 모형에서 해당 설

명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연구가설

4.에서 제시한 가설이 옳다는 것을 검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가구 분화 변화는 준월세 거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증부 월세 거래 및 준전세 거래와 마찬가

지로 자치구별 가구 분화 속도의 차이가 해당 자치구의 준월세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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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6.1 주요 연구 결과 및 정책적 함의

6.1.1 연구 결과 요악

본 연구는 최근 서울시 아파트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온 보증

부 월세 거래의 증가 원인과 지역별 변화 속도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

였다. 총 6기(2011~2016년)의 차분 이전 데이터를 활용한 5기의 패널 1

차 차분 모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아파트 임차 거래 중 준월세

거래, 준전세 거래, 보증부 월세 거래 등 세 가지 유형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제에 대해 연구 문제와 가설을 제시하였으며, 가설

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1. 연소득 대비 전세 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일수록 보증부 월

세화가 빠를 것이다.

연구 가설2. 임대차 공급 경쟁이 적은 지역일수록 보증부 월세화가 빠

를 것이다.

연구 가설3. 1·2인 가구 분화가 증가하는 것이 지역 내 보증부 월세화

속도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연구 가설4. 자산 수준이 낮은 가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보증금 비중이

더 낮은 형태의 보증부 월세화가 빠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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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한 범위는 서울시 25개 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종속 변수

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제공 시스템을 통해 구득 및 가공하였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설명 변수는 한국감정원, 서울서베이, LH전월세지원센터,

서울통계광장, 서울시 회계연도 결산서, 서울 통계정보 시스템을 통해 구

득하였으며, 전세가격 상승 부담, 전월세전환율 변화, 아파트 공급 경쟁

변화, 가격 상승 기대 변화, 저자산 가구 변화, 가구 분화 변화 변수로

가공하였다.

첫 번째 분석인 전체 보증부 월세 모형 분석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 부

담과 아파트 공급 경쟁 변화, 저자산 가구 변화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

다.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전세 가격 상승 부담을 통해 전

세 가격 상승 부담이 보증부 월세화를 촉진시킨다는 연구가설 1.을 검증

할 수 있었으며,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아파트 공급 경쟁

변화를 통해 공급 경쟁이 보증부 월세화를 더디게 한다는 연구가설 2.를

검증하였다.

두 번째 분석인 준전세 모형 분석에서는 아파트 공급 경쟁 변화와 가격

상승 기대 변화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아파트 공급 경쟁 변화는 전체 보증부 월세 모형과 마찬가지로

연구가설 2.이 옳음을 검증하였다.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가격 상승 기대 변화는 가격 상승 기대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준전세 거

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 전세 위주의 거래가 보

증부 월세 거래로 전환할 시 레버리지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보증금 비

중이 높은 월세 유형을 선택하는 것을 방증한다. 이와 함께 전세 가격

상승 부담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렇듯 준전세 거래 변

화가 전세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

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78 -

세 번째 분석인 준월세 모형 분석에서는 전세 가격 상승 부담, 전월세

전환율 변화, 아파트 공급 경쟁 변화, 저자산 가구 변화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전세 가격 상승 부담과

전월세전환율 변화, 저자산 가구 변화를 통해 연구가설 1.과 4.가 옳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으며,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아파트

공급 경쟁 변화를 통해 연구가설 2.가 옳음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세 모형에서 모두 가구 분화 변화 변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며

연구가설 3.의 내용을 검증할 수 있었다. 연구 가설 4.의 경우 저자산 가

구 변화가 보증금 비중이 낮은 경우를 한정하여 고려한 연구 문제에서

출발하였는데, 준전세 모형과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분석 결과가 가설

과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모형에서만 유의하

게 나타난 전월세전환율을 통해, 현재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전월세전환

율에 대한 기대 이익(임대인)과 기회비용(임차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이

루어질 수 있었다.

6.1.2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재 서울시 아파트 시장에서 보증부 월

세 거래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1·2인 가구 분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의

영향이 아니라 전세 가격 상승 부담, 공급 경쟁, 기대 이익과 기회비용,

저자산 가구 증가 등의 경제적 요인 변화의 영향임을 알 수 있었다. 주

의해야할 점은 본 연구의 중점적인 목적이 단순한 관점에서 보증부 월세

거래가 증가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빠르게 증가하는 지

역이 있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보면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보증부 월세화

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2인 가구의 중심을 이루는 청년층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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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층의 경우, 소득 또는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증금 비중이 낮은 임

차 계약 또는 하위 가격대의 주택, 비아파트 등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본 연구는 여러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현재의 빠른 보증부 월세화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구조적

인 측면 중심으로 주거 지원을 하는 방향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한

다. 또한,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양상은 연구에서 보증금 비중을 나

누어 파악한 분석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보증금 비중이 낮은 임

차 계약이 저자산 가구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보증금 비중이 높은 임

차 계약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형태가 유지되는 것은 보증부 월세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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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한계

6.2.1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과제

본 연구는 사회 구조 변화를 나타내는 설명 변수로 1·2인 가구의 증가

를 변수화하여 활용하였다. 해당 변수는 6년간 단기적으로 급변한 임차

시장의 변화 요인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변수 설명에서 제시하였던 상속 및 증여 등의 세부적인

개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자치구의 거래 비중

을 기준으로 모형을 구성한 연구의 특성으로 인한 한계점이며, 이로 인

해 이 외의 개별 표본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고려 또한 반영되지 못했

다. 예를 들어, 매매 차익에 대한 옵션과 보증금 결정 시 임대인과 임차

인의 위험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보증금 비중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투자 및 기회비용 위험도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반영과 개인의 상속 및 증여 사항 등은 추후 개별

표본을 통해 분석할 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2인 가구 외의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고령화”가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가 가지는 의미

는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서 완전히 다르기에, 개별 표본을 활용하지

못한 본 모형에 고령화를 변수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임대인

이 소득이 없는 고령인 경우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보유 주택을 월세로

전환하려 하는 경향을 가질 것이다. 또한, 임차인이 소득이 없는 고령인

경우 작은 규모의 전세를 찾거나 기존 보증금을 줄이며 월세를 충당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저자산 가구 변수에 대한 정밀화가

미진하게 진행되었다. 단순히 지방세를 활용하여 평균화 시킨 것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 내 저자산 가구의 비중을 고려하였지만, 자산의 양극화를

더 정교하게 고려하여 반영하진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

파트 시장에서 급증하는 보증부 월세화가 왜 어느 지역이 빠르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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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이러한 양상이 보증금 비중 구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지를 규명

하고자 하였다. 차분한 데이터에 대한 패널 분석을 통해 해당 연구를 정

교화하고자 하였지만 추후 개별 표본 분석과 실질 소득 및 자산의 반영,

장기적인 시계열 분석 등을 통해 좀 더 면밀한 규명이 가능하리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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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fferential Factor of

Monthly Rent with Deposit in Apartment

Market

- Focused on Seoul -

Lee, Kang Whan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Bank of Korea's standard interest rates, which had fluctuated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have been on a low interest rate since

then, and rising trend in housing prices has slowed. Meanwhile,

housing jeonsei prices have continued to rise unlike the trend of the

housing sales market. and this trend has become more noticeable in

Seoul and other metropolitan areas. The shift in stance is also taking

place in terms of social structure aspects. Various elements of social

structure are changing, including the differentiation of households, low

fertility rates,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 generation and the

entry into the super-aging age era, and these changes are again

causing detailed changes in the housing market. Meanwhile, unlike

the nationwide housing market, which has an independent and

relatively stable aspect, the housing market in Seoul has a rental

advantage of 54-58 % and the housing stability problem persists.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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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look into the rental market in Seoul, the guaranteed rental

market is rapidly growing in the traditional jeonsei market, which

used to account for more than 70 % of the shares, and is divided

into similar ratios as of 2015. The study sought to determine the

causes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guaranteed monthly rent each year

and the reason why the guaranteed monthly rent is progressing at

different rates in different regions of Seoul. In addition, the causes of

this change were to be identified based on the type of classificat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t aspects of quasi-jeonsei and

quasi-monthly rent that were divided into detailed moods.

The spatial extent of analysis is based on the 25-gu in Seoul, and

the time range is 2011 to 2016. The study's dependent variables were

utilized by processing data on the real market price of apartments 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ree models

were analyzed based on the specific share of quasi-jeonsei

transactions, quasi-montly rent transactions and monthly transactions

at the guarantee department. Among the key explanation variables

used in the analysis, the variables for the payment increase were

processed based on the average rental price increase data and the

average annual income of apartments located in the district, and the

variables on apartment supply competitiveness were applied to

apartments in Seoul Statistics and LH. Household differentiation

variables were organized using the data of households in Seoul

Statistics, and low asset household variables were collected through

the Seoul fiscal year balance sheet and the Seoul Soci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Monthly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Audit and

Inspection was processed and used for monthly conversion rate

variables, and the expected price increase variables were

parameterised by obtaining the average apartment unit purchas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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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by region. In addition, to identify the causes and speed

difference of the rent-on-month rate difference of the guaranteed

area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the first differential panel model.

First, the first differential panel model analysis on the overall

monthly rent shows that the burden of the rental price increase and

changes in the low-asset household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change in the apartment rent rate in Seoul City. An apartment supply

competitivenes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at.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changes in household differentiation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changes in the monthly rent of the guaranteed

department.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larger the rental price

increases compared to annual income, the faster the guaranteed rent

is made, and the smaller the rental supply competition, the faster the

guaranteed rent is made.

An analysis of the first differential panel model on quasi-jeonsei

showed that changes in price increase expectation have a positive

effects on changes in quasi-jeonsei in apartments in Seoul, and

changes in apartment supply competition have a negative effects on

that. As with the monthly rental model of the overall monthly rent

model, changes in household differentiation are found to have no

significant impact. The analysis indicates that quasi-jeonsei is faster

in areas with high expectations for price hikes and in areas with less

supply competition.

An analysis of the first differential panel model on quasi-monthly

model shows that changes in rental price burden, low asset household

conversion rate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changes in

quasi-monthly apartment market in Seoul. It was revealed that

changes in the supply competition of apartments had an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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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n that. The analysis shows that rental costs increase faster

in areas with a greater range of monthly rent than annual income. A

reduction in the expected profit of the lessor and an increase in the

opportunity cost of the lessee means a fast changes in quasi-monthly

market. In addition, it was also found that the more low-asset

households were the faster to rent a guaranteed deposit in the areas

with lower asset levels, and that in all models, the faster the

differentiation of households was made between the units.

In sum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apid increase in the

guaranteed housing transaction rate in the current apartment market

in Seoul was not the impact of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such

as the possible differentiation of households, but the burden of the

change in rental costs and the cost of housing. It should be noted

tha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simply to identify the

increasing causes of guaranteed monthly transactions from a single

point of view, but to understand why there is an interpretation of

areas that is growing rapidly. Looking at the long-term changes, the

social structure changes could affect the guaranteed rental fee. For

the youth and the elderly, the household's core can choose low-rent

rental contracts or low-price housing or apartments due to the lack

of income or assets. The short-term view of this study is that

economic factors are driving the current rapid change in the rate of

rental units, and it is also a direction that focuses on other aspects of

traditional social structure. The impact of low-asset households and

the maintenance of leverage on deposit demonstrates the need for a

more detailed review in setting policies for monthly rent.

keywords : monthly rent, occupancy type, differentials,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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