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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임대 보증금 발생원리를 규명하여, 

부동산 하위시장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보증금 배율―임대차 

계약에서 월 임대료 대비 보증금의 비율―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안한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 

도입된 임대 보증금 시장은 보증금의 수요자인 임대인과 보증금의 

공급자인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보증금의 

가격은 단위 보증금 대비 단위 보증금으로 전환된 한계 임대료의 

비율인 보증금 전환이율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통해 자기자본의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려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통해 총 임차비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높은 보증금 전환이율을 허용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차인의 

자본비용이 높을수록 더 높은 보증금 전환이율을 요구할 것이다. 

그 결과,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높을수록 보증금 배율이 증가하고, 

임차인 자본비용이 높을수록 보증금 배율이 감소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시장 메카니즘를 통해, 보증금 배율의 균형이 

결정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하였다. 첫째,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신용위험과 임차인 자본비용이 통합된 모형을 도입하였다. 

둘째, 임대 보증금 시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다. 셋째, 부동산 하위시장 별로 다양한 보증금 



3 

 

배율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넷째, 임대 보증금이 

어떻게 부동산 투자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지를 보여준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임대 보증금의 균형이 발생하고,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가 효율적으로 할당된다는 것이다. 둘째,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충분히 높을 경우, 전세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도 

경제적 잉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임대 보증금을 통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용위험을 헷징하면서 손쉽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임차인은 총 임차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보증금의 거래를 통해 상호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주요어 : 임대료, 보증금, 보증금 전환이율, 부동산 투자수익률, 

신용위험, 자본비용, 전세계약 

학번 : 2007-3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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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부동산 임대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거나 임대 

목적물을 손상할 경우 임대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제 3 의 관리자에게 임대 종료 후 반환을 전제로 

예치하는 금액이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하위시장에 따라 월 임대료 대비 보증금 

배율이 다양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임대 보증금은 시장구조를 

설명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주택시장에는 임대료가 없고 보증금만 

존재하는 극단적인 계약유형인 전세 보증금이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형태이다. 전세 

보증금은 매매가격과 더불어 주택시장을 설명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현재 학계에서 하위시장 유형에 따라 월 임대료 대비 

보증금 배율이 다르게 형성되는 원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부족하다. 또한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 보증금 발생원리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임대 보증금 발생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떠한 요인이 보증금 

배율의 차이를 만드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각 부동산 하위시장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시장의 중요한 임대계약 

형태인 전세 보증금의 작동방식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임대 보증금 발생원리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임대차 

계약이 있는 부동산의 균형 보증금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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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료는 보증금으로, 보증금은 임대료 

전환될 수 있고, 임대료와 보증금의 전환비율로서 보증금 

전환이율이 존재한다. 보증금 전환이율은 임대료와 보증금의 

교환비율로서 단위 보증금의 가격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발생하는 임대료와 보증금의 교환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어떠한 조건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교환하는 지를 수리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흐름으로 모두 6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장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제 2 장에서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보증금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이고, 선행연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제 3 장에서는 자본구조, 위험 등 본 연구에서 분석의 틀이 되는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제 4 장에서는 수리적 모형을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형성되는 보증금의 균형 조건을 증명한다. 제 5 

장에서는 부동산 투자수익률과 임차인 자본비용의 변화에 따른 

균형 보증금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제 6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와 

시사점 등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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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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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용어의 정의 

기존 연구에서 보증금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에 들어가기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임대료와 보증금의 전환비율은 월세이율, 

전월세전환율, 전월세환산율, 월세전환율 등의 다양한 용어로 

지칭된다. 본 연구는 전세를 보증금의 극단적인 형태로 보고, 

보증금의 가격으로서 임대료와 보증금의 전환비율을 정의하므로, 

‘보증금 전환이율’을 임대료와 보증금의 전환비율에 대한 용어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임대차 계약에 의한 월 임대료 대비 보증금의 

비율을 ‘보증금 배율’로 정의한다. 또한 월 임대료가 ‘0’인 전세 

보증금 대비 계약 보증금의 비율을 ‘보증금 비중’으로 정의한다. 

완전 월 임대료(완전 월세) 대비 보증금으로 전환된 임대료의 

비율을 ‘보증금 비율’로 정의한다. 계약 임대료는 완전 월 

임대료에서 보증금으로 전환된 임대료를 공제한 값이므로 보증금 

비율은 ‘1-(계약 월 임대료÷완전 월 임대료)’와 같은 값이 된다.  

보증금 배율이 높을수록, 보증금 비중이 높을수록, 보증금 비율이 

높을수록 보증금이 크다. 보증금이 없고 임대료만 있는 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배율, 보증금 비중, 보증금 비율은 모두 ‘0’이다. 

임대료가 없고 보증금만 있는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금 배율은 ‘∞’, 

보증금 비중과 보증금 비율은 ‘1’이 된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공존하는 보증부 월세계약인 경우, 월세계약과 전세계약의 사이에 

해당하는 값으로 산출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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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용어 정의 

 

[주요 개념] 

용어 정의 비고 

보증금 

전환이율 

임대료와 보증금의 한계적인 

전환비율 

연 임대료 감소량 ÷ 

보증금 증가량 

계약 월 임대료 
임대계약에 의해 체결된 

임대료 
 

계약 보증금 
임대계약에 의해 체결된 

보증금 
 

완전 월 임대료 
보증금이 없는 조건일 때의 

월 임대료 
완전 월세 

전세 보증금 
임대료가 없는 조건일 때의 

보증금 
 

 

[보증금 측정 지표] 

용어 정의 수식 

월세 

계약 

보증부 

월세 

계약 

전세 

계약 

보증금 

배율 

계약 월 임대료 

대비 계약 

보증금의 비율 

=계약 보증금 ÷ 

계약 월 임대료 
0 0<x<∞ ∞ 

보증금 

비중 

전세 보증금 

대비 계약 

보증금의 비율 

=계약 보증금 ÷ 

전세 보증금 
0 0<x<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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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비율 

완전 월 임대료 

대비 보증금 

전환 임대료의 

비율 

=1-(계약 월 

임대료 ÷ 완전 월 

임대료) 

 

0 0<x<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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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임대 보증금의 특징 및 선행연구 

 

임대인과 임차인이 월세, 보증부 월세 또는 전세계약을 선택하는 

것은 각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로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간 협상의 결과로 

결정되며, 협상은 각각 부동산 시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위험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의 이익과 위험과 관련된 한국 부동산 시장의 논의 및 특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임대 보증금의 특징 및 관련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보증금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다. 

 

제1절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 

1. 부동산 투자시장 

한국의 부동산 시장, 1  특히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는 

1995 년에 100 을 각각 서울 아파트 시장, 정기예금 2 , 

종합주가지수에 투자하였을 경우, 각 년도 말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지수로 표현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임대수익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매매가격 지수만을 적용하였다. 

                                           
1
 한국에서 아파트 시장 외의 다른 하위시장에 대한 신뢰할만한 장기적인 

투자 및 가격지수가 부족하여 아파트 시장에 대한 자료만 표현하였다.  
2
 정기예금에 복리로 투자하는 것을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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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한국 주택시장의 수익성 지수 비교 

  

자료 : 한국은행, KB 국민은행 자료를 재구성 

 

서울 아파트 시장에 투자하였을 경우, 임대수익을 제외한 

자본수익만으로도 정기예금과 종합주가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였다. 1995 년부터 금융위기 이전인 

2008 년까지의 연평균 수익률 3 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8.0%, 

정기예금 6.4%, 종합주가지수 1.9%로 나타났다. 임대수익을 

고려할 경우, 서울 아파트 시장의 투자수익률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주택시장에서 전세 보증금에 의한 임대차 계약방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소득수익률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2011 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 

                                           
3
 세전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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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에 2011 년 기준 서울시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 7.8% 5를 

기준으로 단순 추정할 경우 6 , 완전 월세일 때 3.96% 7 의 

소득수익률을 산정할 수 있다. 2011 년 기준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는 4.92%8이었기 때문에, 소득수익률에 대해서는 

음(-)의 레버리지 효과 9 가, 자본수익률에 대해서는 양(+)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은 높은 자본수익률과 낮은 소득수익률 때문에 자본수익률 

이 중요한 투자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2. 부동산 임대 보증금 시장 

전세 보증금은 주택시장에서 매매가격과 더불어 시장구조를 

설명하는 변수로 여겨진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은 

주택시장의 국면과 향후 전망을 설명하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0 년 하반기부터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 

가격은 연간 10% 안밖의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00 년에도 

2011 년과 유사하게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크게 

                                           
4
 KB국민은행, 2011.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11년 11월) 」  

5
 부동산 114㈜의 2011년 11월 기준 전월세 전환율을 이창무(2012a)에

서 재인용 
6
 50.8% ×7.8%=3.96% 

7
 재산세,종합부동산세,유지수선비 등 임대인 비용 공제전 세전수익률로 실

제 임대인 비용 공제시 수익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8
 한국은행 

9
 타인자본을 통해 자기자본의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

라고 한다. 타인자본의 이자율이 자산의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자기자본 

수익률이 증가하는 양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고, 타인자본의 이자율이 

자산의 수익률보다 클 경우, 자기자본 수익률이 감소하는 음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18 

 

상회하였다. 당시 이용만(2000)의 문제제기와 같이 현재시점에도 

전세가격 상승이 주택가격 침체라는 구조적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주택가격 상승의 선행지표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자료 :  KB 국민은행, 2012.「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12.8) 」 

 

또한 <그림 4>에서 보듯이 전체 주택의 점유형태 중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의 비율이 1985 년 4.4%에서 2010 년 24.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종원(2011)의 견해와 같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월세계약이 더욱 

증가할 것을 예상하는 견해가 있다. 이렇듯 한국에서 임대 보증금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독특한 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구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3> 서울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변동률 

(단위:%, 전년동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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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점유형태별 주택 수-서울 주택시장 

(단위:백만호)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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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동산 임대 보증금의 특징 

1. 임대 보증금의 성격 

우리나라에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연체된 임대료를 제외한 보증금 잔여 금액을 임대기간 

말에 반환한다. 오피스나 매장용 빌딩 시장에서는 임대료가 

연체되었을 때, 연체 임대료는 물론 연체이자의 납입이 일반화되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경우, 연체 임대료를 추가 납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연체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보증금은 순수한 

손해배상의 담보 수단 이외에 잠재적인 선급 임대료로서 임대료 

지급수단의 성격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시장관행 하에서 임대인은 

임대기간의 임대료 및 관리비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증금을 

확보하여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및 미납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임차인에게 임대료 연체시 페널티가 없는 경우, 오히려 

납입했던 보증금의 이자만큼의 임대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나 임대료 

연체가 더 이익이 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임대료 미지급 또는 임대물건 손상의 경우 10 

손실회복을 위해 임대 보증금을 사용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손실회복의 목적 이외에 임대인의 대출상환 및 자금활용을 

                                           
10

 미국 일부 주에서는 에스크로우 계좌에 보증금을 예치하며, 이자수취권

을 임차인에게 보장한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보증금을 정부에 신탁하

며 임대인 및 임차인 양측의 동의하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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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임대 보증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연구원 11 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71.4%가 주택 전세금을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임대 보증금은 임대인의 

손실회복에 대한 보증의 역할 이외에, 임대인의 자금조달원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타인자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신용위험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 및 연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 명도기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임차인 의무 불이행시 1 달 정도의 퇴거소송절차를 

거쳐 명도를 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약 6 개월에서 1 년 

정도의 명도소송기간이 일반적이다. 임차인 명도에 소요되는 

법률비용과 임대료 및 관리비 손실액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임차인 신용위험(credit risk)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보증금 배율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라는 극단적인 

보증금의 형태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 신용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 미반환으로 

인한 손실과 법률비용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전세권 및 임차권 등기제도 

등 다양한 임차인의 권리보전수단이 존재하지만 임대인 파산에 

                                           
11

 국토연구원(1998), 「주택시장구조변화와 신주택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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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상호간의 신용위험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3. 보증금 배율 

한국 부동산 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 임대료 대비 임대 

보증금의 배율이 크며, 매우 다양하다. 서울의 A 급 오피스 시장의 

경우, 월 임대료 10 개월치에 해당하는 임대 보증금이 일반적이다. 

DTZ12의 자료에 의하면, 2011 년 현재 서울 A 급 오피스의 보증금 

배율은 평균 10.0, 표준편차 0.4 이며, 전체의 90.6%가 10.0 이다. 

2004 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체결된 주요 40 개 대형마트 장기 

마스터리스 계약의 보증금 배율은 평균 13.6, 표준편차 6.9 이며  

전체의 37.5%가 12.0 이다. 이재우·이창무(2005)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경우 10~20 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임대 보증금이 가장 많은 빈도수(35.9%)를 차지하며 

평균적으로 28.3 의 임대 보증금 배율이 형성되고 있다. 주택시장의 

경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05 년 전체 임차가구 중 

전세가구의 비율이 50.39%, 보증부 월세가구의 비율은 33.92%로 

전세계약의 비율이 가장 많다. 또한 고시원의 경우 보증금 배율이 

0 인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에서 부동산 하위시장에 따라 다양한 

보증금 배율이 형성되어 있다.  

                                           
12

 다국적 부동산 컨설팅 회사(www.dt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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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른 나라의 경우, 오피스 임대 

보증금은 3 개월치 월 임대료가 가장 일반적이며, 아무리 많더라도 

1 년치의 월 임대료 보다 많지는 않다. 

 

<표 2>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별 오피스 임대 보증금 

인도네시아 3 개월치 임대료 중국 3 개월치 임대료 및 

관리비 

말레이시아 3 개월치 임대료 홍콩 2~3 개월치 임대료 및 

관리비 

필리핀 3 개월치 임대료 일본 12 개월치 임대료 

싱가포르 3 개월치 임대료 대만 3~6 개월치 임대료 

베트남 3~6 개월치 임대료 호주 6~12 개월치 임대료 

인도 6~12 개월치 임대료 뉴질랜드 3 개월치 임대료 및 

관리비 

자료 :  DTZ, 2010.「DTZ Obligations of Occupation- Asia Pacific 2010」 

 

4. 보증금 전환이율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료와 보증금의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이율이 존재한다. KB 국민은행에서 조사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11.5)에 따르면, 월세이율은 

「월세이율(%) = {월세금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100」의 식으로 산정하며, <표 3>와 같이 조사된다. 월세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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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서울, 6 대광역시, 

기타지방13의 순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지역별 주택 월세이율 

(단위:%/월) 

년도 전국 서울 6 대광역시 기타지방 

2001.12 1.22  1.08  1.27  1.41  

2002.12 1.17  1.01  1.21  1.38  

2003.12 1.07  0.90  1.10  1.24  

2004.12 1.02  0.87  1.04  1.18  

2005.12 1.02  0.88  1.02  1.17  

2006.12 0.99  0.88  1.01  1.10  

2007.12 0.98  0.87  1.00  1.07  

2008.12 0.97  0.88  0.98  1.04  

2009.12 0.96  0.88  0.98  1.04  

2010.12 0.95 0.85  0.97  1.03  

2011.05 0.92  0.83  0.95  1.00  

자료 : KB 국민은행, 2011.「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11.05)」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2012 년 2 분기 오피스 

빌딩과 매장용 빌딩의 전환율은 <표 4>와 같다.  

<표 4> 2012년 2분기 오피스∙매장용 빌딩 전환율 

(월세기준, 단위: %/년) 

 
오피스 빌딩 매장용 빌딩 

전체 12.2% 11.9% 

서울 12.3% 12.0% 

부산 12.0% 11.9% 

대구 12.0% 11.3% 

인천 12.0% 12.0% 

                                           

13 6대광역시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이며, 기타 지방은 서울,

인천, 경기 및 6대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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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1.9% 12.0% 

대전 12.0% 12. 0% 

울산 11.3% 12.0% 

자료 :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2012.「2012년도 2/4분기 오피스∙ 매장용 빌딩 

임대료 조사 및 투자수익률 추계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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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 연구 

보증금은 본질적으로 임대료 미지급 또는 임대 물건의 손상에 

대한 임대인의 손실을 치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해외에는 

보증금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임차인의 월세미납 및 시설훼손 등 

신용위험에 대한 균형 보증금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다. 

Grenadier(1996)은 임차인 신용위험에 대한 균형 보증금 모형을 

분석하여 보증금이 증가할수록 임대료가 낮아지는 것을 증명하였다.  

Benjamin, Lusht and Shilling(1998)은 임차인 신용에 대한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월 임대료와 보증금의 조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시장에서 논의되는 보증금의 

신용위험 헷징만으로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발견되는 높은 

수준의 보증금 배율을 설명하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임대 보증금의 성격에 대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자본시장에서 운영하여 소득을 얻는다는 견해(운영소득 

가설)가 존재한다. 운영소득 가설은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액이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라는 해석이다. 

김종일·송의영·이우헌(1998)은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아파트 투자비용에 대한 기회비용과 전세로 임차할 

경우 전세금 투자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의 평형조건을 분석하였으며, 

보증금에 대해 채권(안전자산)의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조동철∙성명기(2004) 도 전세 보증금에 이자율(회사채 수익률)을 

적용한 기회비용을 주거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였다.  

2002 년 이창무·정의철·이현석(2002) 의 연구 이후, 전통적인 

운영소득 가설과 달리 임대 보증금은 레버리지 효과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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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자본이라는 해석(레버리지 가설)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이 

견해는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의 타인자본적인 기능에 주목하고 

보증부 월세시장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후 최창규∙지규현(2007) 

은 금융조건 및 임차인의 자산제약을 고려하는 모형을 제안하였고, 

최성호∙이창무(2009)는 매매,전세,월세시장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견해에 의하면 보증금이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로 작동하기 때문에 보증금 전환이율은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률로 해석된다. 보증금 전환이율은 실제로 년간 

10%를 상회하여 금융시장의 이자율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잠재적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식하므로, 주택시장의 기대수익률을 기회비용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레버리지 가설은 운영소득 가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높은 보증금 배율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 레버리지 가설은 보증금 비중에 상관없이 동일한 자기자본 

수익률을 가정하였다. 이는 임대기간 말 기대 자본수익이 

확정적(certainty)인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 임대기간 말 

기대 자본수익에 변동성이 존재하며 불확정적(uncertainty)이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창무(2012a)는 보증금의 증가로 인한 

자기자본 레버리지 위험의 증가를 고려한 수정된 레버리지 가설을 

제안한다. 보증금이 증가할수록 자기자본 수익률 변동성은 

증가하므로 위험의 증가가 보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이론적인 보증금 전환이율은 부동산 시장의 투자수익률에서 

자본수익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공제한 값으로 

정의하며, 보증금 전환이율은 완전월세와 전세의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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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수익률을 무차별하게 만드는 무위험 차입이자율로 정의한다. 14 

또한 이창무(2012b)는 이창무(2012a)의 연구를 투자론적 

관점에서 보완하여, 무위험 차입이자율인 보증금 전환이율로 

임차인으로부터 자금(무위험자산)을 차입하고, 완전월세 

부동산(위험자산)에 투자하였을 때의 최적 보증금 비중을 

분석하였다.  

수정된 레버리지 가설은 차입이자율로서 보증금 전환이율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보증금 비중 증가시 발생하는 자기자본의 

레버리지 위험을 설명하여 실제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위험과 

불확정성을 보다 명확히 반영하였다. 하지만 이창무(2012b)가 

밝혔듯이 월세미납 위험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영호∙고성수(2012)가 서울시 상가 임대현황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듯이, 보증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월세 미납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실증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수정된 레버리지 가설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대여하는 

상대방인 임차인의 입장이 명확하게 고려되지는 않고 있다. 

이창무·최소의·제민혜(2010)는 설문에 의한 임차인의 

지불의사임대료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 

전환이율은 자본시장의 이자율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높은 보증금 전환이율을 요구하는 

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  

                                           
14

 기존 이창무∙정의철∙이현석(2002)의 연구에 따르면 보증금 전환이율은 

자기자본의 기대수익률이다. 이창무(2012a)의 수정된 레버리지 가설은 기

존 레버리지 가설과 달리 보증금 전환이율을 차입이자율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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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동산 하위시장 별로 최적 보증금 비중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이상영∙김병욱∙이현석(2002)과 박병식(2002)은 부동산 기대 

가격상승률이 낮아지면서, 보증금 비중이 낮아지고 월세시장으로 

변화할 것임을 말한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보증금 비중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것은 전세에서 

월세로 변환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창무∙정의철∙이현석(2002), 이창무∙김동근∙안건혁(2002) 등 

레버리지 가설의 견해는 보증금 비중은 무차별적이며, 보증금 

전환이율에 의해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자유롭게 변환된다고 본다. 

반면 이창무(2012b)는 보증금에 의한 차입 포트폴리오 상에서 

임대인의 효용 무차별곡선과 자본배분선간의 균형점으로서 최적 

보증금 비중이 존재하고, 임대인의 위험기피도와 시장상황에 따라 

보증금 비중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최적 보증금 비중 또는 최적 보증금 배율에 대한 단서로 

최막중∙방제익(2002) 의 실증 연구에 의하면, 임대인 및 임차인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일 경우, 건물의 연령이 낮을수록 보증금 

전환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된 자본의 기회비용 및 

각각의 신용도와 조달금리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서울시 상가시장에 대한 이재우∙이창무(2005)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보증금 비중이 높을수록 전환이율이 높고, 경과년수가 

증가할수록 보증금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임차인과 임대인 군 사이에 다른 보증금 전환이율과 보증금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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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는 사실은 시장참가자의 특성에 따른 보증금 비중과 

보증금 전환이율의 균형값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 본 기존 연구에서는 보증금 공급자인 임차인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증금에 의한 

임차인 신용위험 헷징, 보증금의 레버리지 효과, 보증금을 

미반환함으로서 발생하는 임대인 신용위험 문제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한다. 

첫째, 보증금의 레버리지 효과와 임차인과 임대인 신용위험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한다. 둘째, 임차인 금융시장인 

부동산 임대 보증금 시장 개념을 도입하여, 임대인 보증금 

전환이율과 임차인 보증금 전환이율의 균형점을 찾고, 최적 보증금 

비율과 최적 보증금 전환이율을 분석한다. 셋째, 부동산 하위시장별 

균형조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자본비용과 부동산 투자수익률에 따라 변화하는 균형 보증금 

비율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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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분석의 틀 

제 2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는 보증금의 레버리지 효과 및 

임차인과 임대인 신용위험을 도입하여 균형 보증금 모형을 

분석한다. 따라서 분석의 틀이 되는 기본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레버리지는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타인으로부터 

조달하여 발생한다. 레버리지 효과는 전체 투자액 대비 타인자본의 

금액과 금리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얼마만큼을 얼마의 가격에 빌릴 

것인가라는 투자의 최적 자본구조 문제에 해당한다. 이는 보증금을 

통해 임대인이 자금을 빌릴 때, 또는 임차인이 자금을 대여할 때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이 있다. 위험을 고려하더라도 서로 이익이 

있어야 보증금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부동산의 자본구조, 임대인과 임차인의 위험, 

보증금이 부동산 시장∙자본시장∙신용보증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도록 한다. 

 

제1절 자본구조 

1. 부동산 투자의 자본구조 

자본구조(capital structure)란 한 기업에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보통주∙부채∙ 

우선주 등과 같은 자금조달방식의 조합을 의미한다. 실제 세상에서 



32 

 

자금조달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단순하게 분류하면 

자기자본(equity)과 타인자본(debt)으로 구분할 수 있다. 15 

자기자본이란 자산(asset)에 대해 모든 부채(liabilities)가 

상환되고 난 이후에 가장 후순위 투자자(the most junior 

class)에게 귀속되는 잔여 청구권 또는 이익을 의미한다. 타인자본 

또는 부채란 채무자(debtor or borrower)가 채권자(creditor or 

lender)에게 발생하는 의무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것을 동의할 때 발생한다. 타인자본은 일반적으로 대여한 

자산의 상환과 고정된 이자수입(fixed income)을 전제로 하며 

담보가 되는 자산에 대해 자기자본보다 선순위 청구권(senior 

class)을 가지게 된다. 타인자본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채이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이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처럼 보증금이 부동산의 자금조달액으로 활용되는 경우, 

보증금은 임차인 금융(tenant financing)으로서 타인자본에 

해당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채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대료의 절감액을 수익으로 하는 

채권으로 자산에 해당한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대여하고 보증금으로 인한 임대료 감소액을 

보상받으므로, 보증금 전환이율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자본비용이 된다. 임대 보증금을 에스크로우 계좌에 보관하는 

외국의 경우와 달리,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 보증금을 

임대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 파생하는 대출계약의 성격을 가지게 

                                           

15 지청∙장하성(2010), 「재무학원론」학현사, p.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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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 시장과 해외 부동산 시장의  

재무상태표(balance sheet)에 위치하는 보증금의 양상은 

<그림 3>과 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림 3>부동산 투자의 자본구조(재무상태표) 

 

해외 부동산 시장에서 보증금은 금액도 작고, 임차인이 별도의 

에스크로우 예금계좌에 예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부동산의 

자본구조로 보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증금의 금액이 크고, 임대인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자본구조로서 자금조달효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보증금 비율이 낮은 서울 A 급 오피스 시장에서도 보증금은 

대부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보증금에 대한 운영소득가설의 

입장은 해외 부동산시장에서 통용되는 부동산 자본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입장이며,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인식하는 입장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통용되는 부동산 자본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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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비용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각 자금조달원에게 자본에 대한 

비용으로서 배분된다. 자본비용(cost of capital)은 자본에 대한 

대가로 자본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자본의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공급한 자본의 대가로 요구하는 요구수익률(required 

rate of return)이다. 균형상태의 자본비용은 자본의 수요자가 

자본의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비용과 자본의 공급자가 자본의 

수요자에게 요구하는 수익률이 일치하게 되어 시장에서 결정된 

기대수익률(expected rate of return)과 일치하게 된다.16 

부동산은 임대료와 재매각액을 현금흐름으로 산출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총 투자액에 대한 자본비용은 임대료와 재매각액 

전체가 되고, 총 자본비용은 <표 5>와 같이 부동산의 자금조달원인 

자기자본, 타인자본의 투자자에게 배당된다. 

<표 5> 부동산 자금조달원별 수익 

자금조달원 소득수익 자본수익  자본비용(이율) 

보증금 

(임차인) 

보증금 전환임대료 

(임대료 절감액) 

보증금 원금 보증금 전환이율 

타인자본 

(금융기관) 

이자 대출금 원금 차입이자율 

자기자본 

(임대인) 

완전 월 임대료 

-보증금 

전환임대료 

재매각액 

-보증금 원금 

-대출금 원금 

자기자본수익률 

                                           
16

 상게서, p.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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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합계 완전 월 임대료 재매각액 가중평균자본비용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불함으로서 보증금으로 전환된 

만큼의 임대료를 절감하게 되므로 전환된 임대료만큼 부동산의 

완전월세 임대수익에서 배당을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면 다음 <표 6>와 같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자본차익(capital gain)이 없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상정한다. 

완전월세로 임대료 7.0 을 발생시키는 자산가치 100 의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보증금 20 에 임대료 5.6 을 합의하는 경우, 

임차인은 완전월세에서 보증금 전환이율 7%에 의한 임대료 

절감액인 1.4 를 배당받는 효과를 얻게 된다. 

 

<표 6>자본비용 

월세계약인 경우(임대료 7, 보증금 0) 

구분 
투자

액  
수익(return)  수익률(rate of return)  

자산 
부동산

가치  
100  7.0  

완전월세 

수입 
7% 

자본환원률 

(가중평균자본비용) 

자본  

또는  

자기 

자본 
50  4.5  

자기자본 

수익 
9% 자기자본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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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차입금 50  2.5  차입이자 5% 차입이자율 

       

보증부 월세인 경우(임대료 5.6, 보증금 20) 

구분 
투자

액  
수익(return)  수익률(rate or return)  

자산 
부동산

가치  
100  7.0  

완전월세 

수입 
7% 

자본환원률 

(가중평균자본비용) 

자본  

또는 

부채 

자기 

자본 
40  3.6  

자기자본 

수익 
9% 자기자본 수익률 

차입금 40  2.0  차입이자 5% 차입이자율 

보증금 20  1.4  
임대료 

절감액 
7% 보증금 전환이율 

 

차입이자율이 대출자의 자본비용이 되고, 자기자본 요구수익률이 

자기자본 투자자의 자본비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증금 

전환이율은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자본비용이 된다. 즉, 임차인이 

보증금을 위해 자본을 사용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이다. 따라서 보증금 전환이율은 엄밀히 따지면, 

자기자본 수익률이 아니라 보증금이라는 타인자본에 적용되는 

이자율이다.17   

 

3. 자본비용과 보증금 선택의 문제 

Miller and Upton(1976)에 따르면, 자산의 소유와 임차의 결정에 

있어 자산의 투자수익률이 자신의 자본비용 보다 크면 소유를 

                                           
17

 이창무(2012a) 및 이창무(2012b)의 견해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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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자본비용 보다 작으면 임차를 선택하게 된다. 자산의 

투자수익이 자본비용 보다 큰 경우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 자본을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자산의 투자수익률 보다 

자본비용이 높은 경우 자산을 임차하고 자본을 더 높는 수익률을 

발생하는 곳에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자본비용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소유와 임차에 대한 선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식(1) : 자산의 소유와 임차 선택구조 

𝐢𝐓 ≥ 𝐤∗ ≥ 𝐢𝐋 

k∗ ∶  자산의 투자수익률 

iT ∶  임차인의 자본비용 

iL ∶  임대인의 자본비용 

 

보증금 역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절감액을 보상받는 

채권자산이므로 자산의 수익률인 보증금 전환이율이 자신의 

자본비용보다 높을 경우에는 월세 임대료보다 보증금을 선호할 

것이다. 자본을 다른 투자처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보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형식으로 대여하여 절감되는 임대료가 더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증금 전환이율이 자신의 자본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보증금 보다 임대료를 선호할 것이다.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대여하는 것보다 다른 투자처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대료와 보증금의 선택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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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 : 임차인의 임대료와 보증금의 선택구조 

𝐢𝐑 ≥ 𝐜∗ ≥ 𝐢𝐃 

c∗ ∶  시장 보증금 전환이율 

iR ∶  임대료 선호 임차인의 자본비용 

iD ∶  보증금 선호 임차인의 자본비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산의 소유와 임차의 선택시 자신의 

자본비용과 자산의 수익률의 관계가 중요하듯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료와 보증금의 선택할 때, 임차인의 자본비용과 시장 

보증금 전환이율의 관계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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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임대차 계약의 위험 

 

1. 임대인의 위험 

(1) 소득수익률의 변동성 

부동산을 포함한 일반 유형자산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default) 

위험이 높아서 임대료율(lease rate)이 정크본드(junk bond)의 

이자율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한다. Crawford, Harper and 

McConnell(1981)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의 수익률은 같은 기간 

BBB 등급 채권의 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Lease, 

McConnell and Schallheim(1990)에 의하면, 유형자산의 임대차 

계약에서 파산률(default rate)은 약 19%로 정크본드와 유사하다.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에서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은 

중요한 문제이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채권의 실현 수익률에 대해서는 다음 

설명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실현수익률은 약정수익률 18  또는 그 이하의 값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실제로 지급받게 될 원리금이 약정된 것과 같거나 더 적기 

때문이다.(중략) 

실현수익률의 확률분포는 대체로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실현수익률의 크기는 언제나 약정수익률과 같거나 그보다 적다. 

                                           
18

 채무불이행 없이 채권계약에 의해 약정된 수익이 실현될 경우 발생하는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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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약정수익률은 채권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최대의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구해진 채권수익률이기 때문이다. 

둘째, 실현수익률의 확률분포는 뚜렷한 비대칭분포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실현수익률은 약정수익률에 가까울수록 높은 확률을 

갖는다. 

채권의 실현수익률의 확률분포가 (중략) 뚜렷한 비대칭분포이기 

때문에, 채권의 채무불이행위험의 크기는 분산이나 표준편차에 의해 

측정하지 않는다. 또 채권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기대수익률도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중략) 

미국에서는 동일한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 주어지는 

스프레드19의 크기가 경기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 스프레드는 작아지고 경기가 불황일 

때 스프레드는 커진다. 이처럼 경기변동에 따라 스프레드의 크기가 

변동하는 이유로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이유로서, 경기침체기예는 투자자의 위험회피도가 증가하므로, 

투자자들이 위험채권에 대하여 더 큰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로, 경기침체기에 발행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파산가능성이 증가하므로, 투자자들이 더 큰 만기수익률 및 더 낮은 

가격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이다.20 

 

 

임대차 계약 역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즉 

임대료의 연체 및 미납가능성이 존재하는 채권과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동일한 틀로 바라볼 수 있다. Crawford, Harper and 

McConnell(1981), Lease, McConnell and Schallheim(1990), 

                                           
19

 약정수익률과 무위험수익률의 차이로 본 연구에서의 신용위험 프리미엄

과 동일한 개념이다. 
20 지청∙조담(2011), 「투자론」학현사, p. 34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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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nadier(1996) 역시 임대차 계약의 신용위험을 채권과 같은 

연장선 상에서 바라보고 있다.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는 임대차 계약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임대기간 말까지 약정된 임대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21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 

신용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다. 

위험이란 수익이 기대하였던 것과 다를 가능성이다. 위험 

프리미엄이란 위험이 있는 투자에서 투자자가 위험에 대한 

보상액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최소의 금액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신용위험 프리미엄(credit risk premium)은 

채무불이행이 있는 임대차 계약에서 약정수익률(promised yield) 

22의 결정시 투자자가 임차인의 신용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무위험 

수익률(risk free rate)보다 더 요구하는 수익률 증분값이다. 따라서 

신용위험 프리미엄은 약정수익률과 무위험수익률의 차이로 표현할 

수 있다. 

Grenadier(1996)는 임차인의 신용위험에 대한 프리미엄 23 을 

산정할 때, 임차인이 채무불이행(default)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손실액(약정수익-실현수익)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임대인이 

위험 중립적(risk neutral) 24 인 것으로 가정한 

                                           
21

 상게서, p.342 참조 
22

 임대차 계약에 의해 약정된 임대수익이 발생할 때의 수익률 
23

 신용위험이 있는 채권 및 임대차 계약의 약정 수익률과 무위험 수익률

과의 차이는 신용위험 프리미엄(credit risk premium) 또는 신용위험 스

프레드(credit risk spread)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Grenadier(1996)은 신

용위험 스프레드로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험 프리미엄을 사용한

다. 
24

 위험중립적인 가정을 취하면 임대차 계약에서 기대되는 임대료 손실액

이 그대로 신용위험 프리미엄 또는 스프레드가 된다. 하지만 현실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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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nadier(1996)와는 달리 임대인이 위험회피적(risk averse)인 

것으로 가정하여 임대료 손실액 기대치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도 적용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약정수익률에 대해 요구하는 

‘신용위험 프리미엄’은 ‘임대료 손실 기대치 스프레드’와 ‘임대료 

손실 기대치 변동성 프리미엄’으로 구분할 수 있다. 25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료 손실액 

기대치에 해당하는 스프레드(임대료 손실 기대치 스프레드)만큼 

기대수익률(expected yield)은 약정수익률보다 작을 것이다. 

스프레드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증가하게 된다. 

또한 임차인 신용위험시 손실액의 변동성이 클수록 임대차 계약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임대인은 손실액 변동성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임대료 손실 기대치 변동성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다음의 식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식(3): 기대 소득수익률과 위험 프리미엄 

𝐫𝐩 = 𝐫𝐟𝐫 + 𝐫𝐩 + 𝐬𝐩 

𝐫𝐞 = 𝐫𝐟𝐫 + 𝐫𝐩  

𝐩𝐫 = 𝐫𝐩 + 𝐬𝐩 

rp ∶  약정 소득수익률(promised yield) 

                                                                                                     

서는 임대인은 위험회피적이므로 임대료 손실액 기대치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25

 전게서, p.3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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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기대 소득수익률(expected yield) 

rfr ∶  확실성등가수익률(certainty equivalent yield)26 

rp ∶  임대료 손실 기대치 변동성 프리미엄 

sp ∶  임대료 손실 기대치 스프레드 

pr ∶  약정 소득수익률에 대한 신용위험 프리미엄(credit risk premium) 

 

(2) 자본수익률의 변동성 

부동산 투자시 자본수익률은 부동산 가치의 기대 상승률로서 

기대한 값과 차이가 발생하는 변동성 위험을 가지고 있다. 

자본수익률의 위험 프리미엄은 기대 자본수익률의 변동성이 클수록 

증가한다. 그에 따라 다음의 식(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식(4): 기대 자본수익률과 위험 프리미엄 

𝐠 = 𝐫𝐟𝐠 + 𝐩𝐠 

g ∶  기대 자본수익률 

rfg ∶  확실성 등가수익률  

pg ∶  기대 자본수익률의 변동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 

 

(3) 차입에 의한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변동성 증가 : 

차입금 레버리지 위험 

                                           
26

 확실한 무위험 수익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는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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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타인자본을 차입하게 되면 수익률의 분자가 되는 

임대수익과 자본수익의 변동성은 변화하지 않지만, 수익률의 분모가 

되는 자기자본 금액이 감소하게 되어 자기자본의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변동성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차입을 하게 되면, 

더 높은 자기자본수익률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에 따라 자기자본 

투자자는 차입금 레버리지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보증금 이외의 

자본은 100%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것을 가정하므로, 별도의 

차입에 의한 재무 레버리지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Modigliani and Miller(1958)의 견해와 같이 타인자본의 차입은 

임대계약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부동산 투자시장의 자본수익 변동성 

위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자산의 가중평균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금 이외의 자본을 100% 자기자본으로 

조달한다는 가정이 주요 분석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보증금으로 인한 소득수익률의 변동성 감소 및 자본수익률의 

변동성 증가 : 보증금 레버리지 위험 

이창무(2012b)의 견해와 같이 보증금의 변화와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월세미납의 위험과 레버리지 위험이 발생한다. 부동산의 

임대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시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실을 

치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임대료가 보증금으로 전환될 때, 

신용위험 프리미엄이 감소하게 된다. 만약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증금으로 설정된 경우, 임차인의 



4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은 모두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약정수익률 대비 기대 소득수익률의 변동성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반면 보증금이 많아질수록 자기자본 투자액이 감소하게 되어 

기대가격 변화에 대한 자기자본의 자본수익률의 변동성은 증가하게 

된다.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이 만드는 임대수익률의 변동성 감소와 

자본수익률의 변동성 증가 효과는 본 연구의 모형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 임차인의 위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의 

절감액을 수익으로 약정하고 대여하는 채권에 해당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한다.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보증금의 대상이 되는 

임대목적물을 강제 매각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거나 자산의 매각액이 보증금 보다 

작아 보증금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 전환이율의 특성에 대해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이자율 특성을 유추하여 이해할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 보증금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임대 

목적물인 부동산에 담보권을 가지는 대출이기 때문이다. Gau and 

Wang(1990), Cannaday and Yang(1996), McDonald(1999)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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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 따르면 담보대출의 이자율은 무위험 대출이자율에 부동산 

가격 대비 대출비율(LTV, Loan-To-Value Ratio)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주(borrower)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추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Hendershott and 

Shilling(1989) 및 Cannaday and Yang(1996)의 견해에 따를 때, 

대출자(lender)의 대출이자율은 LTV 의 증가에 따라 체증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낮은 

LTV 에 위치하는 선순위 채권의 이자율보다 높은 LTV 에 위치하는 

후순위 채권의 이자율이 더 높게 형성되고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LTV 에 대한 위험과 이자율이 가지는 

관계처럼 임대인의 채무불이행(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부동산 임대 

보증금의 위험 프리미엄은 보증금 비율이 증가할수록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수리 모형은 다음 

장에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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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부동산 시장∙자본시장∙신용보증시장의 관계 

보증금에 의해 발생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익을 정의하기 위

해 본 절에서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부동산 시장과 자

본시장 및 신용보증시장의 관계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지를 검토한

다. 

 

1. 보증금이 없는 경우 

보증금이 없는 경우,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 및 신용보증시장의 

관계는 <그림 4>와 같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림 4>부동산 시장∙자본시장∙신용보증시장의 관계 

(보증금 없는 경우) 

 



48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인 자산을 매입한 후, 그 

사용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자산매입에 필요한 투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 목적물을 훼손하는 등의 

신용위험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보증시장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점유를 방해하여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에 

투자한 시설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보증시장에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증보험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2.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이 있는 경우, 부동산 시장과 자본시장 및 신용보증시장의 

관계는 <그림 5>와 같이 형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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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부동산 시장∙자본시장∙신용보증시장의 관계 

(보증금 있는 경우) 

 

보증금 전환이율이 자본시장의 자금운용수익률에 임대인의 

신용위험 프리미엄(보증금 미반환)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자본시장에 투자하기 보다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대여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수익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대여하여 임대료 절감액을 반대 

급부로 얻기 때문이다. 27  반면 임대인은 임대료가 보증금으로 

전환되면 임차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본시장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임차인의 신용위험도 회피되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자금조달이자율보다 높은 금리의 보증금 전환이율 28 도 

용인할 수 있다. 보증금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이 없었으면 

                                           
27

 임차인 입장의 보증금 전환이율 지불용의액 = 운용수익률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 프리미엄 
28

 임대인 입장의 보증금 전환이율 수취용의액 = 차입이자율 + 신용보증

보험 수수료 절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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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여야 했을 보험료를 절감시켜주기 때문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의 이해관계에 맞는 보증금 전환이율이 결정될 경우, 보증금은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자본시장을 대체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 

 

3. 보증금에 의한 직접금융∙직접보증 효과 

임대 보증금이 없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 및 운용하고, 신용보증시장을 통해 상대방 신용위험을 

회피한다. 반면 임대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자본시장과 

신용보증시장을 통하지 않고,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자금조달 및 

신용보증을 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보증금에 의한 직접금융∙직접보증은 임대인 입장에서 첫째, 

자본시장과 신용보증시장을 이용하였을 경우 발생하였을 

금융수수료와 보험료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발생한다. 둘째, 임대인 

입장에서 보증금이라는 공식적인 금융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무이자 부외부채(off-balance-sheet debt)를 통해 임대인의 

신용도에 영향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9  세 

번째로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기를 임차인과 협상을 통해 

조절하거나, 신규 임차인을 모집하는 등 보증금 반환의 시기와 

방법을 임대인이 주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과의 협상보다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이 있다. 

                                           
29

 보증금은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은행 차입금

보다 선순위로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은행 대출심사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Loan-To-Value ratio)에 산입은 된다. 하지만 임대인이 신용대출을 받

을 때 대출로서 조회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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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 전환이율이 임차인의 자본시장 이자율에 

임대인의 신용위험에 의한 위험 프리미엄이 적절히 반영된 이율 

이상일 경우 임차인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고 그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결국 임대료의 보증금으로의 전환은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이 부동산 시장, 신용보증시장, 자본시장의 

관계 속에서 상호 편익이 있을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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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부동산 임대 보증금 시장 

앞에서 살펴본 임대 보증금의 특성을 볼 때, 임대 보증금 시장은 

부동산 투자시장과 부동산 임대시장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시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시장은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수요자인 임차인과 

공급자인 임대인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으로 임대료(rent)라는 

가격으로 부동산의 사용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또한 부동산 

투자시장은 부동산의 수요자인 매수자와 공급자인 매도자 사이에 

자본가치(capital value)를 가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부동산 임대 보증금 시장이란 다음 

표와 같이 시장에서 주어진 임대료를 기반으로 보증금의 공급자인 

임차인과 보증금의 수요자인 임대인 사이에 형성되는 시장이다. 

부동산 투자시장을 자금의 조달원천별로 자기자본 투자시장(equity 

market)과 타인자본 투자시장(debt market)으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보증금 역시 임차인 금융에 의한 타인자본이므로 부동산 

임대시장과 투자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시장으로 볼 수 있다. 

 

<표 7>부동산 임대시장, 임대 보증금 시장, 투자시장 

구분 부동산 

임대시장 

부동산 

임대 보증금 

시장 

부동산 

투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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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상 부동산 사용권 단위 보증금 부동산 소유권 

가격 임대료 보증금 전환이율 자본가치 

수요자 임차인 임대인 매수자 

공급자 임대인 임차인 매도자 

 

임대 보증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재화는 단위 보증금이다. 보증

금 전환이율이 높을수록 동일한 보증금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임대

료를 전환하여야 하므로, 단위 보증금의 가격은 보증금 전환이율로 

정의할 수 있다. 보증금 전환이율은 주어진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

환하는 것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호 약정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채

무불이행 위험을 고려하여 요구하는 약정수익률(promised yield)에 

해당한다. 

일반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상품 수요자의 지불용의액(willingness 

to pay)이 상품 공급자의 수취용의액(willingness to accept)보다 

클 때, 거래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보증금의 수요자인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지불용의액 30 이 보증금의 공급자인 임차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수취용의액31보다 클 때, 보증금이 발생한다. 

임대인은 보증금이 많아질수록 임차인 신용위험시 보증금으로 

손실을 충당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제공한 보증금만큼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으므로 자본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임대료 수익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30

 임대인이 보증금을 얻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보증금 전환이

율 
31

 임차인이 보증금을 공급하기 위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최소 보증금 

전환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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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질수록 임대인 신용위험시 보증금의 미반환 손실기대치가 

늘어나고, 보증금만큼 자본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임대료 비용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의 

변화에 대한 임대인 수익과 임차인 비용의 변화는 <표 8>와 같이 

발생하게 된다. 

 

<표 8>보증금 증가에 따른 수익과 비용변화 

 
상대방 신용위험시 

손실기대치 
자본비용 임대료 

임대인 

수익 
손실감소(+) 

자기자본감소로 

자본비용감소(+) 
임대수익 감소(-) 

임차인 

비용 
손실증가(+) 

보증금에 대한 

기회비용증가(+) 
임대비용 감소(-) 

 

임차인과 임대인은 임대료와 보증금의 전환과정에서 전환방향에 

대해서 다음의 표와 같이 역방향의 선호구조를 가지게 된다. 

 

<표 9>임대료와 보증금의 전환방향에 따른 선호구조 

 
임대료가 보증금으로  

전환될 때 

보증금이 임대료로  

전환될 때 

임대인 낮은 전환이율 선호(-) 높은 전환이율 선호(+) 

임차인 높은 전환이율 선호(+) 낮은 전환이율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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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보증금으로 전환될 때에는 동일한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인은 더 많은 보증금을, 임차인은 더 적은 보증금을 선호할 

것이므로, 임대인은 낮은 전환이율을, 임차인은 높은 전환이율을 더 

선호할 것이다. 반대로 보증금이 임대료로 전환될 때에는 동일한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은 더 많은 임대료를, 임차인은 더 적은 

임대료를 선호할 것이므로, 임대인은 높은 전환이율을, 임차인은 

낮은 전환이율을 선호할 것이다. 임대료가 보증금으로 전환될 때와 

보증금이 임대료로 전환될 때, 임차인과 임대인 각각의 전환이율에 

대한 선호가 역방향을 이루게 된다. 

Cannaday and Yang(1996)는 부동산 투자시 대출이 증가할수록 

자기자본 투자액이 줄어들면서 자기자본 수익률이 증가하지만, 

반면에 대출자(lender)가 부과하는 대출이자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순현재가치를 극대화 32하는 최적 레버리지(optimal leverage)로서 

최적 LTV 가 존재함을 언급한다. 따라서 보증금의 경우에도 임차인 

금융(tenant financing)으로서 최적 레버리지에 해당하는 보증금 

비율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검토한 보증금의 자본구조적 특성과 

자본비용의 문제, 임대계약에서 발생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위험 

문제, 보증금 전환이율에 대한 임대인의 지불용의액과 임차인의 

수취용의액의 문제를 반영하고, 보증금으로 인한 최적 레버리지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분석하도록 한다. 

  

                                           
32

 본 연구는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지점을 찾는다. 



56 

 

제4장 부동산 임대 보증금의 균형 

제3장에서 논의된 분석의 틀을 기초로 본 장에서는 임차인과 임

대인이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고 협상할 것인가의 문제를 수리적인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경제적 이익과 위험이라는 요소를 부각시키고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먼저 전제 조건을 설정한다. 모형의 중요한 고리로서 보증금 

전환이율과 부동산 투자수익률의 관계를 검토한 후, 임대인 입장의 

보증금 전환이율을 수리적으로 도출한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 보

증금의 미반환 위험이 고려된 보증금 전환이율을 도출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호 균형점으로서 발생하는 균형 

보증금, 균형 보증금 비율, 균형 보증금 전환이율을 분석한다.  

 

제1절 전제 조건 

주어진 조건 안에서 부동산 임대 보증금 시장을 명확히 정의하고, 

보증금의 변화에 따른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과 위험에 대한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한다.  

 

(가정1)충분히 많은 동질적인 임차인과 임대인이 존재한다.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정 하위시장내 임차인들과 임대인들

은 각각 동일한 선호와 특성을 가지는 것을 전제한다. 부동산 시장

에 임대료와 부동산 가치 및 기타 시장조건이 동일한 부동산이 충

분히 많다. 각각 신용도 및 임대료와 보증금의 선호가 동일한 충분

히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존재하며, 시장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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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임대 보증금 시장을 진출입한다. 따라서 균형 보증금 보다 보

증금이 높거나 낮게 형성될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의 경쟁에 의해 

다시 균형 보증금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실제 세상에서 부동산 하위시장 별로 임차인군과 임대인군은 비

교적 유사한 선호와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A급 오

피스 시장에서 임차인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고, 좋은 입

지와 건물을 선호하는 기업 임차인들로 동질적인 특성을 가질 가능

성이 크다. A급 오피스 시장의 임대인 역시 자본이 많이 축적된 기

관투자자나 기업이 주를 이룰 것이다. 고시원의 경우, 임차인은 낮

은 주거비용을 요구하며, 적은 주거면적을 용인할 수 있는 개인 임

차인으로서 동질적인 특성을 가질 것이다. 고시원의 임대인 역시 근

린상가의 1개층 이상을 소유할 여력을 가진 개인으로 비교적 동질

적인 군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단, 주택시장의 경우, 시장의 종류

가 다양하고, 시장 참가자의 수가 많으며, 개인마다 자본축적량이 

다양하여, 다른 부동산 하위시장에 비해 비교적 시장 참가자의 동질

성이 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질적인 경우에 임대 보증금의 

균형조건을 살펴보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특성이 달라질 때의 논의

는 다음 장에서 이루어진다. 

 

(가정2)임대인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본구조로 보증금과 자

기자본만을 이용한다. 

보증금에 의한 효과에 집중하고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보증

금과 자기자본만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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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Modigliani and Miller(1958)의 견해처럼 자산의 시장

가치는 자본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차입 여부가 부동산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타인자본 차입여부에 따라 전체 자

본단계의 가중평균 수익률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별도로 보증금 이외의 타인자본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가정3)임차인과 임대인은 위험회피적이다. 

본 연구는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위험이 보증금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므로, 실제 세상에서와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은 위험회피적(risk averse)으로 위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

을 가정한다.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

을 위험이 있고, 임대인에게는 자본수익률이 변화하고 임차인이 임

대료를 미납하여 약정된 소득수익률이 발생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기대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험이 따르는 

투자를 할 경우, 위험회피도에 따라 위험에 대한 적정한 보상(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한다. 위험회피도가 클수록 더 많은 위험 프리미엄

이 발생한다.  

 

(가정4)단기의 임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세상에서 임대차 계약의 종류는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경제

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단기 임대차 계약(short-term leases)와 장

기 임대차 계약(long-term leas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 임대

차 계약은 이산적인 시간(discrete time)을 전제로 할 때,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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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에 대해 사용 가능한 가장 짧은 기간인 단기(single period)

를 전제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 단기는 임대 목적물의 종류와 

사용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1일이 될 수 있고, 

농장의 경우 1개의 수확기가 될 수 있다(Miller and Upton, 1976). 

한국 부동산 시장의 경우, 1~2년을 단기로 설정할 수 있다. 단기 임

대차 계약에서는 임대기간 종료 후 자유로운 협상과 경쟁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시장 임대료와 계약 임대료가 같다고 전제

할 수 있다. 

임대기간 동안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 임대차 계약일 경우, 계약 임대료와 시장 임

대료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 임차인 또는 임대인 신용위험의 

기간구조 문제, 시장이자율의 변동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모형을 단순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관계에 집중하기 

위하여 단기의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

대 보증금 균형 모형을 분석한다.  

 

(가정5)보증금과 임대료 이외의 운영비용, 세금, 임대 수수료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순수하게 임대료와 보증금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

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이외의 운영비용, 세금, 임대수수료 등 거래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실제 세상에서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 

부가가치세, 임대료의 법인세 절감효과 등이 발생하나 본 연구에서

는 이를 분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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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기자본 투자수익률과 보증금 전환이율의 관계 

임대인은 자기자본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자기자본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Stiglitz(1972)와 

Cannaday and Yang(1996)의 최적 레버리지에 대한 연구의 

견해를 보증금에 준용하면 임대인은 위험이 고려된 자기자본 

수익률이 극대화하는 지점까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자기자본 투자 수익률이 보증금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임대료가 보증금으로 전환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식(5) : 임대인 투자수익률(보증금이 없는 경우)  

𝐫𝟎 =
𝐑𝟎

𝐕
, 𝐠𝟎 =

∆𝐕

𝐕
 

𝐤𝟎 = 𝐫𝟎 + 𝐠𝟎 

V ∶  시초 부동산 가격 

∆V ∶  기대 가격상승액 

R0 ∶ 보증금 비율 0일때,임대료(완전월세) 

r0 ∶  보증금 비율 0일때, 소득수익률 

g0 ∶  보증금 비율 0일때, 자본수익률 

k0 ∶  보증금 비율 0일때, 투자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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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률은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합이다. 임대인에게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은 무차별하게 보일 수 있다. 소득수익이던 

자본수익이던 원하는 수익을 달성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소득수익과 자본수익은 위험의 측면에서 볼 때,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소득수익은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의한 약정 

임대료에 의해 발생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불이행 가능성이 

위험의 원천이다. 반면 자본수익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협상의 결과로서 

결정되며, 임대차 계약의 체결시점보다 미래의 시점에 발생할 

수익에 대한 기대값의 변동성이 위험의 원천이다. 소득수익과 

자본수익은 현금흐름의 발생원천이 다르고, 위험의 종류가 다르며, 

발생시점도 다르다. 동일한 현금흐름이라 하더라도 다른 위험을 

발생시킨다면 다른 효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득수익과 

자본수익은 구분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다음 절에서 소득수익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과 자본수익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구분하여 

분석한다.  

보증금이 증가함에 따르는 자기자본의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증금의 상대적 양을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 1 장의 제 3 절에서 이에 

대한 세 가지 지표를 언급하였다. 첫째는 보증금 배율, 둘째는 

보증금 비중, 셋째는 보증금 비율이다. 보증금 배율은 계약 월 

임대료 대비 계약 보증금의 비율이고, 보증금 비중은 전세보증금 

대비 계약 보증금의 비율이며, 보증금 비율은 완전 월 임대료 대비 

계약에 의해 보증금으로 전환된 임대료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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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배율은 전세계약일 때, 무한대의 값이 나타나기 때문에 본 

장의 수리모형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보증금 

비중을 보증금의 상대적 양에 대한 지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임대료가 주어진 상태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얼마만큼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지를 분석하므로, 보증금 

비율을 기준으로 모형을 전개한다. 그에 따라 보증금 비율과 전환 

임대료는 다음의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6): 전환 임대료와 보증금 비율 

𝐑𝐜 = 𝐑𝟎 ∙ 𝐱 

R0 ∶ 완전 월 임대료(완전 월세) 

Rc ∶ 보증금으로 전환된 임대료 

x ∶ 보증금 비율 

 

임대료가 보증금 비율 x 만큼 보증금으로 전환된 후, 자기자본에 

대한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식(7) : 부동산 투자수익률(보증금이 있는 경우)  

𝐫𝐱 =
𝐑𝟎 − 𝐑𝟎 ∙ 𝐱

𝐕 −
𝐑𝟎 ∙ 𝐱
𝐜𝐱

 

𝐠𝐱 =
∆𝐕

𝐕 −
𝐑𝟎 ∙ 𝐱
𝐜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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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 ∶  보증금 비율 x일 때, 약정 소득수익률 

gx ∶  보증금 비율 x일 때, 기대 자본수익률 

cx ∶  보증금 비율 x일 때, 보증금 전환이율 

위의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임대료가 보증금으로 전환되면서 

소득수익률이 줄어들고, 보증금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자본이 

줄어들어 자본수익률이 증가한다. 보증금의 증가에 따라 

소득수익률이 감소하고 자본수익률은 증가하므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소득수익률을 자본수익률로 교환하는 

것과 같다.  

보증금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교환을 더욱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보증금 전환이율이 주어졌을 때 

임대료가 보증금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수익률의 변화량에 

대한 자본수익률의 변화량을 수식으로 분석하면 다음의 식(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세한 유도과정은 (부록 1)에 기술되어 있다. 

식(8) :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교환비율 

𝐝𝐠𝐱

𝐝𝐫𝐱
= −

𝐠𝟎

𝐜𝐱 − 𝐫𝟎
 

r0 ∶  보증금 비율 0일 때, 약정 소득수익률 

g0 ∶ 보증금 비율 0일 때, 기대 자본수익률 

rx ∶  보증금 비율 x일 때, 약정 소득수익률 

gx ∶  보증금 비율 x일 때, 기대 자본수익률 

cx ∶  보증금 비율 x일 때, 보증금 전환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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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보증금 증가에 따라 소득수익률이 감소하고 자본수익률이 

증가하므로, 소득수익률의 효용 감소량과 자본수익률의 효용 

증가량을 동일하게 만드는 보증금 전환이율이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이 된다. 본 절에서는 임대인에게 무차별한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교환비율인 한계대체율을 도입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을 도출한다. 

 

1. 한계대체율 : 임대인의 무차별곡선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의 불확실한 소득수익을 

미래의 불확실한 자본수익으로 교환하는 행위이다. 33  따라서 소득 

수익의 효용의 변화량과 자본수익의 효용의 변화량이 동일한 

지점이 부동산 투자시장에서 임대인의 무차별 곡선(indifference 

curve)이다. 식(9)과 같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를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34 로 지칭하자. 즉, 

한계대체율이란 부동산의 투자자인 임대인에게 무차별한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교환비율이다.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은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보증금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수익률의 위험 

프리미엄은 감소하고 자본수익률의 위험프리미엄은 증가하므로, 

                                           
33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임대수익은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할 위험 때문에 

불확실하고, 자본수익은 임대기간 말 가격의 변동성 때문에 불확실하다. 
34

 투자와 소비의 최적 선택모형에서 투자자에게 투자와 소비의 효용 변화

가 없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로서 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을 설정하는 것을 준용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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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질적 특성을 가진 변수이다.   

식(9): 한계대체율 

𝐌𝐑𝐒𝐱
𝐋 =  𝐝𝐠𝐱

𝐝𝐫𝐱
 
𝐝𝐮(𝐠𝐱+𝐫𝐱)=𝟎

 

MRSx
L ∶  소득수익률에 대한 자본수익률의 한계대체율 

u ∶  효용함수 

 

다양한 위험이 있는 수익률의 효용은 확실성등가 수익률로 비교 

할 수 있다. 확실성등가(certainty equivalent)란 어떤 불확실한 

부(wealth)의 기대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는 확실한 부의 

크기이다. 35  확실성등가 수익률은 다음의 식(10)과 같이 

기대수익률에서 위험 프리미엄을 공제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위험 프리미엄은 수익률의 변동성이 클수록 증가하게 된다. 아무리 

수익률이 높더라도 수익률의 변동성이 크면 투자의 효용이 낮을 수 

있고, 반대로 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수익률의 변동성이 작으면 

투자의 효용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식(10): 확실성 등가 수익률 

𝐮 𝐫𝐱  = 𝐫𝐱
𝐜 = 𝐫𝐱 − 𝐩𝐱

𝐫 

𝐮 𝐠𝐱  = 𝐠𝐱
𝐜 = 𝐠𝐱 − 𝐩𝐱

𝐠
 

                                           
35

 상게서,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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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
c ∶  보증금 비율 x 일때, 약정 소득수익률의 확실성 등가 

gx
c ∶  보증금 비율 x 일때, 기대 자본수익률의 확실성 등가 

rx ∶  보증금 비율 x 일때, 약정 소득수익률 

gx ∶  보증금 비율 x 일때, 기대 자본수익률 

px
r ∶  보증금 비율 x 일때,   약정 소득수익률  위험 프리미엄 

px
g
∶  보증금 비율 x 일때,   기대 자본수익률  위험 프리미엄 

 

따라서 식(9)의 임대인 무차별곡선에 대한 식을 다시 정리하면 

한계대체율을 다음의 식(1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한계대체율의 

자세한 유도과정은 (부록2)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식(11): 임대인의 한계대체율  

𝐌𝐑𝐒𝐱
𝐋 =

𝐝𝐠𝐱

−𝐝𝐠𝐱 + 𝐝𝐩𝐱
𝐫 + 𝐝𝐩𝐱

𝐠 

임대인의 한계대체율은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위험 

프리미엄 프리미엄 변화량에 의해 결정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험 프리미엄을 보다 상세히 정의해보자. 

 

2. 소득수익률의 위험 프리미엄 

약정 소득수익률의 위험 프리미엄은 앞의 식(3)에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  

𝐩𝐫 = 𝐬𝐩 + 𝐫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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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  임대료 손실 기대치 스프레드 

rp ∶  임대료 손실 기대치 변동성 프리미엄 

pr ∶  약정 소득수익률에 대한 신용위험 프리미엄(credit risk premium) 

 

다음의 식과 같이 임대료 손실 기대치 스프레드는 자기자본을 

분모로 임대료 손실액 기대치를 분자로 하는 함수이다. 임대료 손실 

기대치 변동성 프리미엄은 자기자본을 분모로 하고, 임대료 손실액 

기대치의 표준편차에 위험회피계수를 곱한 값을 분자로 하는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위험회피계수를 투자자가 요구하는 

단위위험(변동성)에 대한 보상액으로 정의하면(강민우, 2008:44), 

위의 식과 같이 임대료 손실 기대치의 표준편차에 위험회피계수를 

곱하여 임대료 손실 기대치 변동성 프리미엄을 산정할 수 있다. 

 

𝐬𝐩 =
𝐁𝐋

𝐕 − 𝐃𝐱
,   𝐫𝐩 =

𝐀𝐋
𝐁 ∙ 𝛔 𝐁𝐋 

𝐕 − 𝐃𝐱
 

𝐩𝐱
𝐫 =

𝐁𝐋 + 𝐀𝐋
𝐁 ∙ 𝛔(𝐁𝐋)

𝐕 − 𝐃𝐱
 

BL ∶  임대료 손실액 기대치 

σ(BL) ∶ 임대료 손실액 기대치의 표준편차 

AL
B ∶ 임대료 손실액 변동성에 대한 위험회피계수(AL

B > 0)36 

Dx ∶ 보증금 비율 x 일 때, 보증금 

 

                                           
36

 AL
B 이 0이면 위험중립적이고, 0보다 크면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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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모형은 다음의 식과 같이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다. 

 

식(12): 약정 소득수익률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의 설정 

𝐩𝐱
𝐫 =

𝐀𝐋
𝐫 ∙ 𝐁𝐋

𝐕 − 𝐃𝐱
, 𝐢𝐟 𝐀𝐋

𝐫 = 𝟏 +
𝐀𝐋
𝐁 ∙ 𝛔 𝐁𝐋 

𝐁𝐋
 

𝐝𝐀𝐋
𝐫

𝐝𝛔(𝐁𝐋)
> 𝟎 

AL
r ∶ 소득수익에 대한 수정 위험회피계수(AL

r > 1)37 

 

전체 약정된 임대료 중 임차인 신용위험으로 인한 임대료의 

손실액의 비율을 손실비율 38 로 정의하면,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액 

기대치는 식(1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식(13):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액 기대치 

𝐁𝐋 =  𝐦𝐚𝐱[𝐑 ∙ 𝐬 − 𝐃,𝟎] ∙ 𝛃𝐬∗ 𝐬 ∙ 𝐝𝐬
𝟏

𝟎

 

R ∶ 임대기간 중 계약 임대료의 합 

D ∶ 계약 보증금 

s ∶ 손실비율  

β  s :  손실비율의 확률분포 

                                           
37

 AL
r  이 1이면 위험중립적이고, 1보다 크면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가진다.  

38
 임차인 신용위험에 의한 손실비율(s) = 임대료 미납 등 손실액 기대치 

÷  임대기간 중 임대료 약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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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손실액 기대치는 약정 임대료에 채무불이행시 예상되는 

손실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손실액에서 보증금으로 인한 

손실치유액을 공제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보증금의 변화에 대한 임대인 손실액의 한계 변화량은 다음 

식(1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식(13)에 따르면 보증금의 증가에 

따라 보증금에 의한 손실 치유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임대인 

손실률의 보증금에 대한 1 계도함수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보증금이 증가할수록 임대인의 한계 손실액은 감소하게 

된다. 단, 임대료 손실액 기대치보다 보증금이 커질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보증금의 증가로 더 이상 임대료 손실액이 

줄어들 수 없기 때문에 1 계도함수는 0 이 된다. 

 

식(14): 임대인 손실액 기대치의 특징 

𝐝𝐁𝐋

𝐝𝐃
≤ 𝟎 

따라서 약정 소득수익률 위험 프리미엄의 변화량은 정리하면 

다음 식(1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식의 유도과정은 (부록3)에서 

자세히 기술한다. 

 

식(15): 약정 소득수익률 위험 프리미엄의 특징 

𝐝𝐩𝐱
𝐫

𝐝𝐃
≤ 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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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증가할수록 약정 소득수익률의 위험 프리미엄은 

감소한다. 

 

3. 자본수익률의 위험 프리미엄 

자본수익률의 위험 프리미엄은 자본수익률의 변동성에 단위 

변동성 증가에 요구되는 임대인의 보상액으로서 위험회피계수를 

적용하여 다음의 식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𝐩𝐱
𝐠

=
𝐀𝐋
𝐠
∙ 𝛔(∆𝐕)

𝐕 − 𝐃𝐱
 

AL
g
∶ 자본수익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 회피계수(AL

g
> 0) 39 

∆V ∶ 자본가치 변화량 

σ ∶ 표준편차 

 

위의 식을 다시 단순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식(16)과 같다.  

 

식(16): 자본수익률 위험 프리미엄 

𝐩𝐱
𝐠

= 𝐀𝐋
𝐠
∙ 𝛔(𝐠𝟎) ∙

𝐕

𝐕 − 𝐃𝐱
 

g0 ∶ 보증금 비율 0 일때, 자본수익률 

                                           
39

 AL
g
 이 0이면 위험중립적이고, 0보다 크면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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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자본수익률 위험 프리미엄은 

(1)자본수익률의 표준편차와 (2)임대인의 위험회피계수 및 

(3)보증금과 부동산 가격의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자본수익률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위험회피계수가 

클수록, 가격변동성이 클수록, 보증금 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하게 

된다. 

 

4. 임대인 한계대체율의 특성 

 보증금이 증가하여 자본수익률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수익률의 

위험 프리미엄은 감소하고, 자본수익률의 위험 프리미엄은 증가한다. 

따라서 한계대체율은 다음 식(17)과 같은 특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식(17): 임대인 한계대체율의 특성  

𝐌𝐑𝐒𝐱
𝐋 =

𝐝𝐠𝐱

−𝐝𝐠𝐱 + 𝐝𝐩𝐱
𝐫 + 𝐝𝐩𝐱

𝐠 

𝐌𝐑𝐒𝐱
𝐋 < −𝟏,    𝐢𝐟  𝐝𝐩𝐱

𝐫 <  𝐝𝐩𝐱
𝐠
  

𝐌𝐑𝐒𝐱
𝐋 = −𝟏,    𝐢𝐟  𝐝𝐩𝐱

𝐫 =  𝐝𝐩𝐱
𝐠
  

𝐌𝐑𝐒𝐱
𝐋 > −𝟏,    𝐢𝐟  𝐝𝐩𝐱

𝐫 >  𝐝𝐩𝐱
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통해 불확실한 소득수익률과 불확실한 

자본수익률의 교환하는 것은 각 수익률의 위험 프리미엄을 

교환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투자수익에 대해 더 많은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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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는 방향으로 임대인의 선호가 발생한다. 따라서 보증금 

비율의 증가에 따라 한계대체율이 감소하고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평면에서 임대인의 무차별 곡선은 <그림6>와 같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convex) 형상을 띄게 된다. 

 

 

 

 

 

 

 

 

 

 

 

 

 

 

 

 

 

 

 

 

 

 

 

 

 

 

 

 

 

 

  

<그림 6>임대인의 무차별 곡선(한계대체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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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식(17)에 의한 한계대체율에 식(8)을 적용하면 다음의 식과 같이 

임대인 입장의 보증금 전환이율을 산출할 수 있다. 두 식을 

일치하게 만드는 보증금 전환이율에서 임대인의 투자 효용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은 다음의 식(1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𝐌𝐑𝐒𝐱
𝐋 = −

𝐠𝟎

𝐜𝐱 − 𝐫𝟎
 

식(18):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𝐜𝐱
𝐋 = 𝐫𝟎 −  

𝐠𝟎

𝐌𝐑𝐒𝐱
𝐋
 

식(18)에 (부록4)에서 유도한 한계대체율의 역수를 적용하면 

식(19)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다. 

식(19):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𝐜𝐱
𝐋 = 𝐫𝟎 + 𝐠𝟎 − 𝐀𝐋

𝐠
∙ 𝛔(𝐠𝟎) − 𝐀𝐋

𝐫 ∙ 𝐰𝐋 

cx
L ∶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r0 ∶ 보증금 비율 0 일때, 약정 소득수익률 

g0 ∶ 보증금 비율 0 일때, 기대 자본수익률 

AL
r ∶ 임대인의 소득수익 손실액에 대한 수정위험회피계수(AL

r > 1) 

AL
g
∶ 임대인의 자본수익 변동성에 대한 위험회피계수(AL

r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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σ g0 : 자본수익률의표준편차 

wL ∶ 보증금 증가에 따른  손실액 변화량(한계손실률)(wL ≤ 0) 

         wL = dBL/dD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지불용의액은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 및 소득수익의 예상손실액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자본수익률의 변동성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또한 임대인의 

위험회피계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지불용의액은 임차인의 신용위험(월세미납)과 보증금의 증가로 

인한 레버리지 위험이 모두 반영된다. 40  이를 표현하면 다음의 

식(17)과 같다. 

식(17) : 임대인 보증금 전환이율의 특징 

𝐝𝐜𝐋

𝐝𝐫𝟎
> 𝟎,

𝐝𝐜𝐋

𝐝𝐠𝟎
> 𝟎,

𝐝𝐜𝐋

𝐝𝐰𝐋
≥ 𝟎,

𝐝𝐜𝐋

𝐝𝛔(𝐠𝟎)
< 𝟎 

𝐝𝐜𝐋

𝐝𝐀𝐋
𝐫 ≥ 𝟎,

𝐝𝐜𝐋

𝐝𝐀𝐋
𝐠 < 𝟎,

𝐝𝐜𝐋

𝐝𝐃
≤ 𝟎,   

그에 따라 다음 <그림10>와 같은 형태의 보증금 전환이율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40

 본 연구에서 정의한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은 본질적으로 이창무

(2012b)의 보증금 전환이율과 같은 연장선 상에 존재한다. 이창무(2012b)

는 보증금 전환이율을 부동산 투자수익률에서 자본수익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공제한 값으로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의 모형과 마찬가지

로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증가하면 보증금 전환이율이 증가하고, 위험이 증

가하면 보증금 전환이율이 감소한다. 단, 본 연구는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

률을 구분하고, 한계대체율을 통해 소득수익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도 고려

한 점에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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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은 임차인의 신용위험(월세미납)을 

헷징하는 범위까지는 신용위험 프리미엄이 발생하게 된다. 단, 

보증금이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보다 많아지게 되는 경우, 

보증금으로 임차인 신용위험 손실이 전액 치유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증금 전환이율이 증가하지 않게 된다.   

<그림 10>임대인 보증금 전환이율(무차별 곡선)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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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임차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1. 임차인의 총 임차비용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인의 총 임차비용은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자본비용의 

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 신용위험 역시 

비용으로서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임차인의 총 임대비용은 다음의 식과 같이 (1)임대료, 

(2)보증금으로 인한 자본비용, (3)보증금 미반환 손실위험의 합으로 

정리할 수 있다. 

𝐄𝐗 = 𝐑 + 𝐈 + 𝐏𝐓 

EX ∶ 임차인의 총 임차비용 

R ∶ 계약 임대료 

I ∶ 계약 보증금으로 인한  자본비용 발생액  

PT ∶ 보증금 손실위험 

 

계약 임대료는 다음의 식과 같이 보증금 비율이 0 일 때의 완전 

월 임대료에서 보증금으로 전환된 임대료를 공제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신용위험이 있는 채권에서 신용위험 프리미엄을 

손실액 기대치와 손실액 기대치의 변동성 프리미엄으로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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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준용하면,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위험은 보증금 손실액 

기대치와 보증금 손실액 변동성 프리미엄의 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액 변동성 프리미엄을 변동성(표준편차)과 

위험회피계수의 곱으로 정의하면 다음의 식과 같이 보증금 

손실위험을 표현할 수 있다. 

𝐑 = 𝐑𝟎 − 𝐑𝐜,      𝐏𝐓 = 𝐁𝐓 + 𝐀𝐓
𝐁 ∙ 𝛔(𝐁𝐓) 

R0 ∶ 완전월세 임대료 

Rc ∶ 보증금으로 전환된 임대료(전환임대료) 

BT ∶ 보증금 손실액 기대치 

σ BT :보증금 손실액 기대치의 표준편차 

AT
B ∶ 보증금 손실액 변동성에 대한 위험회피계수(AT

B > 0)41 

따라서 임차인의 총 임차비용은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  

𝐄𝐗 = 𝐑𝟎 − 𝐑𝐜 + 𝐈 + 𝐁𝐓 + 𝐀𝐓
𝐁 ∙ 𝛔(𝐁𝐓) 

위의 식은 다음의 식과 같이 단순화하여 정리할 수 있다. 

식(18): 임차인의 총 임차비용 

𝐄𝐗 = 𝐑𝟎 − 𝐑𝐜 + 𝐈 + 𝐀𝐓 ∙ 𝐁𝐓, 𝐢𝐟 𝐀𝐓 = 𝟏 +
𝐀𝐓
𝐁 ∙ 𝛔 𝐁𝐓 

𝐁𝐓
 

𝐝𝐀𝐓

𝐝𝛔(𝐁𝐓)
> 𝟎  

                                           
41

 AT
B  이 0이면 위험중립적이고, 0보다 크면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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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 임대인의 신용위험에 대한 수정 위험회피계수(AT > 1)42 

 

위의 식에서 임대인 신용위험시 임차인의 손실액을 보다 자세히 

정의해보자. 

 

2. 임대인 신용위험시 임차인 손실액  

임대인 신용위험시 발생할 보증금 손실은 임대인 

채무불이행(default)이 발생할 때,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임대 

보증금보다 낮아서 회수하지 못하는 보증금의 손실분으로 가정한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할 경우, 

임차인은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임대 목적물인 자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통해 보증금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법원의 경매는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강압에 의한 거래이므로 충분한 

마케팅 기간과 협상을 거칠 경우 성립하는 시장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43  따라서 부동산의 

청산가치(liquidation value)는 불확실성을 가지는 확률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부동산 청산가치와 보증금의 차액이 임차인 손실액이므로 다음 

식(19)와 같이 수식화할 수 있다. 임대인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확률이 높을수록 손실액 기대치가 높아지고, 청산가치 기대값이 

낮을수록 손실액 기대치가 높아질 것이다. 

 

                                           
42

 AT 이 1이면 위험중립적이고, 1보다 크면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가진다.  
43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2년 11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5m
2
이하 82.6%, 85m

2
 초과 74.9%이다.(낙찰가율=낙찰가/경매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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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9): 임차인 보증금 손실액 기대치 

𝐁𝐓 = 𝛉 ∙   𝐃 − 𝐯 ∙ 𝛂𝐋𝐕 𝐯 ∙ 𝐝𝐯
𝐃

𝟎

 

BT ∶ 임차인 보증금 손실액 기대치 

θ ∶  임대기간 중 임대인 채무불이행(default)이 발생할 확률 

D ∶  계약 보증금 총액 

LV ∶ 부동산 청산가치의 기대치 

v ∶ 청산가치 

αLV  v : 부동산 청산가치의 확률분포 

 

임차인 보증금 손실액의 특성은 다음 식(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보증금의 증가에 따라 임차인이 잠재적으로 노출되는 

손실액이 증가하고, 청산가치와 보증금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므로 

손실액의 보증금에 대한 1 계도함수와 2 계도함수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즉, 보증금이 증가할수록 임차인의 한계 손실액은 

체증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부록 5)에서 이를 유도하였다.  

 

식(20): 임차인 보증금 손실액 기대치의 특징 

𝐝𝐁𝐓

𝐝𝐃
> 𝟎,

𝐝𝟐𝐁𝐓

𝐝𝐃𝟐
> 𝟎 

 

3. 임차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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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18)에서 정리한 임차인의 총 임차비용을 보증금으로 

전미분하여 보증금의 변화에 따른 임차인의 비용 변화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식(21): 보증금의 증가에 따른 총 임차비용 변화 

𝐝𝐄𝐗

𝐝𝐃
=

𝛛𝐄𝐗

𝛛𝐑𝐜
∙
𝐝𝐑𝐜

𝐝𝐃
+
𝛛𝐄𝐗

𝛛𝐈
∙
𝐝𝐈

𝐝𝐃
+
𝛛𝐄𝐗

𝛛𝐁𝐓
∙
𝐝𝐁𝐓

𝐝𝐃
+
𝛛𝐄𝐗

𝛛𝐃
 

보증금의 변화량에 대한 전환 임대료의 변화량이 보증금 

전환이율이고, 보증금의 변화량에 대한 자본비용의 변화량이 

임차인의 자본비용(이율)이다. 보증금의 변화량에 대한 임차인의 

손실액 기대치를 한계 손실률로 정의하면 다음의 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𝐝𝐑𝐜

𝐝𝐃
= 𝐜𝐱

𝐓,
𝐝𝐈

𝐝𝐃
= 𝐢𝐓 ,

𝐝𝐁𝐓

𝐝𝐃
= 𝐰𝐱

𝐓  

cx
T ∶ 보증금 비율 x 일 때, 임차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iT ∶ 임차인의 자본비용(이율) 

wx
T ∶ 보증금 비율 x 일때, 임차인의 한계 손실률 

 

식(18)을 전환임대료, 자본비용, 임차인 손실액, 보증금으로 

편미분하면 다음의 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𝐄𝐗

𝛛𝐑𝐜
= −𝟏,

𝛛𝐄𝐗

𝛛𝐈
= 𝟏,

𝛛𝐄𝐗

𝛛𝐁𝐓
= 𝐀𝐓,

𝛛𝐄𝐗

𝛛𝐃
= 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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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식을 식(21)에 적용하면 다음의 식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 

𝐝𝐄𝐗

𝐝𝐃
= −𝐜𝐓 + 𝐢𝐓 + 𝐀𝐓 ∙ 𝐰𝐓  

보증금의 변화에 대해 총 임차비용의 변화량이 0 인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을 형성하는 임차인 입장의 보증금 

전환이율은 다음의 식(22)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식(22): 임차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𝐜𝐱
𝐓 = 𝐢𝐓 + 𝐀𝐓 ∙ 𝐰𝐱

𝐓,        𝐢𝐟 
𝐝𝐄𝐗

𝐝𝐃
= 𝟎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의 전환이율은 자본비용, 보증금 증가에 

따른 한계 손실률, 임차인의 위험회피계수의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앞에서 밝힌 것과 같이 보증금이 증가할수록, 보증금에 대한 한계 

손실률은 증가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전환이율은 식(23)와 

같이 보증금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게 된다. 또한 임차인의 

위험회피계수가 클수록, 임대인 신용위험(보증금 미반환)시 손실액 

기대치가 클수록 임차인 보증금 전환이율은 증가하게 된다. 

식(23) : 임차인 보증금 전환이율의 특징 

𝐝𝐜𝐓

𝐝𝐃
> 𝟎,

𝐝𝟐𝐜𝐓

𝐝𝐃𝟐
> 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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𝐝𝐜𝐓

𝐝𝐀𝐓
> 𝟎,

𝐝𝐜𝐓

𝐝𝐰𝐓
> 𝟎 

그에 따라 다음 <그림 7>과 같은 형태의 보증금 전환이율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임차인의 보증금 전환이율은 금융기관(lender)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때와 동일한 기제로 형성된다. 부동산 담보대출시 

LTV 50%일 때 적용되는 금리보다 LTV 70%에 적용되는 금리가 

더 높은 것처럼 부동산 가치 대비 보증금 가치가 증가하여 

부동산의 청산가치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그림 7>임차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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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전환이율은 증가하게 된다. 44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를 결정할 때 

차주(borrower)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듯이, 

임차인은 임대인의 신용도가 낮아 보증금 미반환 손실액 기대치가 

높을수록 더 높은 보증금 전환이율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차주의 채무불이행시 금융기관과 달리 임차인은 채권회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적으므로, 금융기관 보다 더 높은 위험회피성향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은 높은 보증금 전환이율을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 전환이율은 

부동산 담보대출의 약정금리 또는 약정수익률(promised yield)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44

 LTV가 증가함에 따라 대주(lender)의 요구수익률(약정금리)이 상승하

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Gau and Wang(1990), Cannaday and 

Yang(1995), McDonald(1999), McDonald(2007)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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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계변환률 

식(8)에 식(22)의 임차인 보증금 전환이율을 적용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전환이율에 의해 발생하는 임대인의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교환비율을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한계변환률(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45 로 지칭하자. 

앞에서 도입한 한계대체율이 보증금의 수요자인 임대인의 입장에서 

효용이 동일한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교환비율이라면, 

한계변환률은 보증금의 공급자인 임차인의 보증금 전환이율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률 변환가능곡선의 기울기이다. 

그에 따라 임차인 보증금 전환이율에 의한 한계변환률은 다음의 

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식(24) : 한계변환률 

𝐌𝐑𝐓𝐱
𝐓 =

𝐝𝐠𝐱

𝐝𝐫𝐱
= −

𝐠𝟎

𝐜𝐱
𝐓 − 𝐫𝟎

 

MRTx ∶  보증금 비율 x일 때, 한계변환률 

r0 ∶  보증금 비율 0일 때, 약정 소득수익률 

g0 ∶ 보증금 비율 0일 때, 기대 자본수익률 

rx ∶  보증금 비율 x일 때, 약정 소득수익률 

gx ∶  보증금 비율 x일 때, 기대 자본수익률 

cx
T ∶  보증금 비율 x일 때, 임차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45

 투자와 소비간 최적 선택모형에서 투자기회곡선(investment 

opportunity curve)의 접선의 기울기로 한계변형률(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을 설정하는 것을 준용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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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3)에서와 같이 임차인 보증금 전환이율은 보증금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므로, 한계변환률도 다음의 식과 같이 보증금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게 될 것이다.  

𝐝𝐌𝐑𝐓𝐱
𝐓

𝐝𝐱
> 𝟎 

그에 따라 다음의 그림과 같이 한계변환률이 발생할 것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증가할수록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보증금 전환이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수익률에 대한 

<그림 8> 임차인 보증금 전환이율에 의한 한계변환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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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수익률의 한계변환률은 증가하게 된다. 즉, 보증금이 

증가할수록 임차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요구수익률(약정금리)이 

증가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적어지게 되면서 보증금 증가로 

인한 자본수익률의 증가량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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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임대 보증금의 형성 

1. 균형 보증금 전환이율과 균형 보증금 

임대인은 보증금 전환이율 지불용의액 보다 낮은 보증금 

전환이율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 더 큰 수익을 얻게 

된다. 임차인은 보증금 전환이율 수취용의액보다 높은 보증금 

전환이율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경우, 더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임대료가 보증금으로 전환될 때, 임대인은 

보다 낮은 보증금 전환이율을 선호하고, 임차인은 보다 높은 보증금 

전환이율을 선호한다. 반대로 보증금이 임대료로 전환할 때는 

임대인은 보다 높은 보증금 전환이율을, 임차인은 보다 낮은 보증금 

전환이율을 선호하게 된다.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은 보증금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거나 

같고, 임차인의 보증금 전환이율은 보증금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은 양자의 보증금 전환이율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다. 그에 

따라 균형 보증금 전환이율은 다음과 같이 성립할 것이다. 

식(25) : 균형 보증금 전환이율과 균형 보증금 비율 

𝐜∗ =  𝐜 𝐜𝐋=𝐜𝐓,      𝐱
∗ =  𝐱 𝐜𝐋=𝐜𝐓, 

c∗ ∶  균형 보증금 전환이율   

x∗  ∶  균형 보증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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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9>균형 보증금과 균형 전환이율의 관계 

 

 

 

 

 

 

 

 

 

 

 

 

 

 

 

 

 

보증금은 임대료와 보증금 전환이율의 적분함수이므로, 

수식화하면 다음과 식 및 그림과 같다. 균형 보증금 비율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보증금이 일치하게 된다. 

식(26) : 보증금 함수 

𝐃∗ =  
𝐑𝟎 ∙ 𝐱

𝐜𝐱
𝐝𝐱

𝐱∗

𝟎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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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차인과 임대인의 효용 극대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은 보증금이 

증가할수록 감소하거나 동일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전환이율은 

보증금이 증가할수록 체증적으로 증가한다. 

그에 따라 식(27)와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보증금이 

증가할수록 임대료를 감소하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이 

많아질수록 신용위험(월세미납)이 감소하여 단위 보증금에 대한 

가격으로 점점 더 적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반면, 임차인은 보증금이 

<그림 10>균형 임대료와 균형 보증금 

(임차인과 임대인의 무차별 곡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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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질수록 위험(보증금 미반납)이 증가하므로 단위 보증금에 대한 

가격으로 점점 더 많은 임대료를 요구하게 된다.    

식(27) : 임차인과 임대인의 보증금-임대료 전환특성 

𝐝𝐑𝐋

𝐝𝐃
< 𝟎,

𝐝𝟐𝐑𝐋

𝐝𝐃𝟐
≥ 𝟎 

𝐝𝐑𝐓

𝐝𝐃
< 𝟎,

𝐝𝟐𝐑𝐓

𝐝𝐃𝟐
< 𝟎 

따라서 임대료-보증금 평면에서 임대인의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convex)하고, 임차인의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오목(concave)한 형태를 띄게 된다. 임차인의 비용은 원점에 

가까울수록 높고, 임대인의 수익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높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보증금 전환이율, 즉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동일한 지점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각각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최적 

임대료와 보증금이 결정된다.  

임대료와 보증금의 최적점은 임차인과 임대인 어느 일방의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상대방의 효용이 증가되지 않는 

지점이다.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전환이율이 일치하는 지점은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ity)이 발생하는 지점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이 효율적으로 할당된다. 

최적 보증금 전환이율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보증금 전환이율이 일치하는 지점은 

양측간의 합의가 가능한 지점 중 가장 보증금 전환이율이 낮은 

지점이다. 보증금 전환이율은 임차인과 임대인 각각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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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시 손실액의 함수이기 때문에, 최적 보증금 비율인 

지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신용위험이 가장 낮아진다.  

 

3. 한계변환률과 한계대체율의 균형 

또한 식(28)과 같이 균형 보증금 전환이율이 발생하는 균형 

보증금 비율에서 임대인의 한계대체율과 임차인의 한계변환률이 

일치하게 된다. 그 결과, 다음 <그림 11>과 같은 수익률의 균형이 

발생한다.  

식(28): 한계변환률과 한계대체율의 균형 

𝐌𝐑𝐓𝐱∗
𝐓 = 𝐌𝐑𝐒𝐱∗

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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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한계대체율과 임대인의 한계변환률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임대인 투자 수익률의 효용이 극대화된다. 

 

4. 최적 보증금 비율과 최적 자본구조 

균형 보증금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사된 부동산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호 신용위험이 가장 

낮은 구조로서, 임대인의 투자 효용이 가장 극대화된다. 따라서 

균형 보증금 비율과 균형 보증금 전환이율은 최적값에 해당한다. 

<그림 11>임대인 한계대체율과 임차인 한계변환률의 균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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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에 대한 최적 LTV가 얼마인지에 대한 최적 

레버리지(optimal leverage strategy)46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최적 

보증금 비율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보증금을 통한 최적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한다.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인은 자신의 투자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적 보증금 비율을 선택하려하기 때문에 최적 보증금 비율은 해당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보증금 비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보증금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원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자본구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최적 보증금 비율은 부동산 투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자본구조(optimal capital structure)에 해당하게 

된다.  

  

                                           
46

 Cannaday and Yang(1996), McDonald(1999) 및 McDonald(2007)의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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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균형 보증금 비율의 차이에 대한 해석 

제4장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은 부동산 

투자수익률에 영향을 받고, 임차인의 보증금 전환이율은 임차인의 

자본비용의 영향을 받는다. 부동산 투자수익률과 임차인의 자본비용

을 통해 하위시장에 따라 차이나는 균형 보증금 비율을 설명할 수 

있다. 

 

제1절 균형 보증금 비율의 특성 

부동산 하위시장에 따라 임차인의 자본비용, 부동산 투자수익률 

이 다를 수 있다. 또는 동일한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수익률 및 

임차인 자본비용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균형 보증금 비율과 균형 보증금 전환이율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 전환이율은 다음의 식(29)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 

식(29): 임차인과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𝐜𝐱
𝐓 = 𝐢𝐓 + 𝐀𝐓 ∙ 𝐰𝐱

𝐓, 𝐰𝐱
𝐓 ≥ 𝟎 

𝐜𝐱
𝐋 = 𝐢𝐋 − 𝐀𝐋

𝐫 ∙ 𝐰𝐱
𝐋, 𝐰𝐱

𝐋 ≤ 𝟎 

𝐢𝐟  𝐢𝐋 = 𝐫𝟎 +  𝐠𝟎 − 𝐀𝐋
𝐠
∙ 𝛔(𝐠𝟎) 

 iL ∶  임대인 입장의 자본비용 

 iL ∶  임차인 입장의 자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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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9)의 균형조건을 가지고 (부록6)의 유도과정을 거치면, 

다음의 식(30)과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식(30) : 균형 보증금 비율의 특성 

𝐝𝐱∗

𝐝𝐢𝐓
< 𝟎,

𝐝𝐱∗

𝐝𝐢𝐋
> 𝟎 

임차인의 자본비용이 증가할수록 균형 보증금 비율이 감소하고, 

임대인의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증가할수록 균형 보증금 비율이 

증가한다. 이는 직관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임대인은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올라갈수록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야 자기자본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더 높은 보증금 

전환이율로 더 많이 임차인으로부터 빌리려 할 것이다. 반대로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레버리지를 통한 자기자본 

수익률의 증가 폭이 둔화된다.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충분히 낮을 

경우, 레버리지를 통해 자기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인은 더 낮은 보증금 전환이율을 

요구하게 되며 임차인으로부터 덜 빌리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임차인은 자신의 자본비용이 올라가면 자금을 보증금에 

쓰기보다는 다른 투자처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차인의 자본비용이 증가하면 임차인은 더 높은 보증금 

전환이율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축소하려할 것이다. 반대로 

임차인의 자본비용이 낮아지면 더 많은 자금을 보증금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보증금 전환이율 요구액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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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부동산 투자 수익률 

앞의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익률이 

증가하면 보증금 비율이 증가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면 보증금 비율이 감소한다. 본 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변화할 때, 보증금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해 

알아본다. 

 

1.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상승할 경우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상승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1) 보증금 전환이율과 균형 보증금 비율의 증가 

식(29)에 따라 먼저 부동산 투자 수익률의 증가로 인하여 임대인 

보증금 전환이율이 증가하게 된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더 

높은 보증금 전환이율로 보증금을 발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은 보증금 비율의 증가에 따른 임대인 채무불이행 

위험의 증가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라 다음 식과 같이 

균형 보증금 전환이율과 균형 보증금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식(31):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균형 보증금 비율의 관계 

𝐝𝐜𝐱∗
𝐋

𝐝𝐤𝟎
> 𝟎,

𝐝𝐱∗

𝐝𝐤𝟎
> 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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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 보증금의 감소 

한계보증금이란 임대료 한 단위 감소에 의해 증가하는 보증금의 

변화량이다. 한계 보증금은 임대료를 분자로 보증금 전환이율을 

분모로 하는 함수이다. 따라서 보증금 전환이율이 증가하게 되면, 

다음 식과 같이 한계 보증금은 감소하게 된다. 

식(32): 부동산 시장의 투자수익률과 한계 보증금의 관계 

𝐝𝐃

𝐝𝐤𝟎
< 𝟎 

 

(3) 임대료의 감소, 보증금의 증가 

균형 보증금 비율 x∗ 가 증가하게 되면, 더 많은 임대료가 

보증금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임대료는 감소하게 된다. 그에 따라 

한계 보증금은 감소하더라도, 전체 보증금 총액은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다음 수식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식(33): 투자 수익률과 균형 임대료 및 균형 보증금의 관계 

𝐝𝐑𝐱∗

𝐝𝐤𝟎
< 𝟎,

𝐝𝐃𝐱∗

𝐝𝐤𝟎
> 𝟎 

 

2.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하락할 경우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효과의 

역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투자 수익률이 

감소하면서 임대인 전환이율이 감소하게 된다, 그에 따라 보증금 

전환이율과 균형 보증금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한계 보증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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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총 임대료는 증가하되 총 보증금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단, 임차인이 하락하는 보증금 전환이율을 감당할 수 있는 경우, 

한계 보증금의 증가로 전체 보증금 금액은 증가하고 균형 보증금 

비율은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47
 

 

 

제3절 전세 보증금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증가하면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지불

용의액이 증가하게 되어 균형 보증금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즉, 더 

많은 임대료가 보증금으로 전환되게 된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부동

산 투자 수익률이 높아야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보이는 전세 보증

금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1. 전세 보증금의 발생조건 

전세 보증금은 보증금 비율 x가 100%인 지점이다.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지불용의액이 보증금 비율이 100%일 때의 

임차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수취용의액 보다 크거나 같을 때, 보증금 

비율이 100%가 되어 전세 보증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𝐜𝐱=𝟏𝟎𝟎%
𝐋 ≥ 𝐜𝐱=𝟏𝟎𝟎%

𝐓  

                                           
47

 즉, 전세 보증금의 금액만 올라가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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𝐫𝟎 + 𝐠𝟎 − 𝐀𝐋
𝐠
∙ 𝛔(𝐠𝟎) − 𝐀𝐋

𝐫 ∙ 𝐰𝐱=𝟏𝟎𝟎%
𝐋

≥ 𝐢𝐓 + 𝐀𝐓 ∙ 𝐰𝐱=𝟏𝟎𝟎%
𝐓  

보증금 비율이 100%일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용위험(월세미납)을 모두 헷징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위험 프리미엄이 0이라고 볼 경우, 상기의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식(34): 전세 보증금의 발생조건 

𝐫𝟎 + 𝐠𝟎 − 𝐀𝐋
𝐠
∙ 𝛔(𝐠𝟎) ≥ 𝐢𝐓 + 𝐀𝐓 ∙ 𝐰𝐱=𝟏𝟎𝟎%

𝐓  

전세 보증금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서 자본수익률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을 공제한 값이 보증금 비율이 100%일 때의 

임차인 보증금 전환이율 수취용의액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발생한다. 

전세 보증금이 발생하는 경우 균형 보증금과 균형 보증금 

전환이율은 다음 <그림1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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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균형 보증금과 보증금 전환이율(전세 보증금) 

0%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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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세 보증금이 발생할 때, 임대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균형은 다음 <그림 13>와 같이 형성될 

것이다.  

 

 

 

 

 

 

 

 

 

 

 

 

 

 

 

 

 

 

 

 

 

 

 

 

 

 

 

 

 

  

<그림 13> 균형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전세보증금 발생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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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잉여의 문제 

 부동산 임대 보증금 시장에서 임대인은 보증금의 수요자이고, 

임차인은 보증금의 공급자이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지불용의액 보다 더 낮은 전환이율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경제적 잉여(economic surplus)가 발생한다. 

임차인 역시 임차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수취용의액 보다 더 큰 

보증금 전환이율로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경제적 잉여가 

발생한다. 따라서 다음의 식과 같이 시장 보증금 전환이율이 

임대인의 지불용의액보다 낮고, 임차인의 수취용의액보다 큰 

조건에서 경제적 잉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𝐜𝐱∗
𝐋 > 𝐜𝐱∗ > 𝐜𝐱∗

𝐓  

그러한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는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충분히 

커서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 지불용의액이 임차인의 

수취용의액보다 큰 경우일 것이다.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충분히 

커서 모든 임대료가 보증금으로 전환된 보증금 비율 100%인 

상황에서 다음의 식(35)의 조건이 성립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높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로 인해 경제적 잉여를 얻게 되고, 후생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식(35): 임대 보증금 시장에서 경제적 잉여의 발생 조건 

𝐫𝟎 + 𝐠𝟎 − 𝐀𝐋
𝐠
∙ 𝛔 𝐠𝟎 > 𝐢𝐓 + 𝐀𝐓 ∙ 𝐰𝐱=𝟏𝟎𝟎%

𝐓  

이는 다음의 <그림 1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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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경제적 잉여 발생조건 

0%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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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충분히 높은 경우, 임대인에게만 

높은 투자수익률의 혜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도 높은 

보증금 전환이율로 인해 총 임대비용을 절감하는 혜택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이 높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여유자금을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임대 보증금으로 임대인에게 대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하락할 때, 보증금 전환이율이 

낮아지면서 임대 보증금이 증가하거나, 임대 보증금이 임대료로 

전환되면서 임차인은 그 동안 누려왔던 경제적 잉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임차인의 주거비용은 커지고 임차인의 후생(welfare)이 감소하게 

되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48 

 

  

                                           

48 이는 최근 주택시장에서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전세 보증금의 가격

이 상승하거나, 증가하는 전세 보증금의 가치만큼 임대료로 전환하는 상황

에 대한 해석의 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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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임차인 자본비용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월세, 보증부 월세, 전세 보증금의 

다양한 임대계약 유형이 혼재하지만 <표 10>과 같이 하위시장별 

보증금 배율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헷징하기 위한 보증금 본연의 기능에 맞게 임차인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보증금 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런데 가장 신용도가 낮으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고시원의 

경우, 오히려 보증금이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자본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표 10> 한국 부동산 하위시장별 보증금 구조 

 임차인 임대인 보증금 배율 

[보증금/월세] 

(표준편차) 

신용조달

금리 

(a) 

기대수익률 

(기회비용) 

(b)  

스프레드 

(b)-(a) 

부동산 

투자수익률 

서울 A 급 

오피스 

4.41%
49

 9.68%
50

 527bp 8.3%
51

 10.0(0.4)
52

 

대형마트 4.41%
53

 10.0%
54

 559bp 8.7%
55

 13.6(6.9)
56

 

                                           
49

 한국은행 발표 2011년 회사채 금리(장외3년,AA-) 기준 
5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발표 2010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 
51

 DTZ 자료: 2011년 A급 오피스 Unlevered IRR(세전) 사례 평균 
52

 DTZ 자료: 서울 A급 오피스 평균 보증금 배율 
53

 한국은행 발표 2011년 회사채 금리(장외3년,AA-) 기준 
54

 국내 유통업체 점포개발시 요구수익률 사례(DTZ) 
55

 DTZ 자료: 2011년 대형마트 Unlevered IRR(세전) 사례 평균 
56

 DTZ 자료: 대형마트(마스터리스) 평균 보증금 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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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리스) 

서울 상업용 

부동산 

(중소형) 

7.93%
57

 na na 6.8%
58

 28.3(26.5)

59
 

아파트 7.93%
60

 3.96%
61

 -397bp 3.6%
62

 ∞(na)
 63

 

고시원 16.02%
64

 3.96%
65

 -1206bp 6.8%
66

 0(na) 
67

 

 

자료 : DTZ, 한국은행,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통계청, 

국토해양부∙한국감정평가협회∙한국부동산연구원 , 이재우∙이창무(2005) 

등의 자료를 재구성 

 

<표 10>에 의하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형 임차인 일수록 

기대수익률(기회비용)이 조달금리 보다 높아서 양(+)의 레버리지가 

발생하고, 개인 임차인일 경우 기대수익률(기회비용)이 조달금리 

보다 낮아서 음(-)의 레버리지가 발생한다. 음(-)의 레버리지가 

발생할 때에는 대출을 할수록 자기자본 수익률이 감소하므로 

                                           
57

 한국은행 발표 2011년 은행 가계 신용대출금리(잔액) 기준 
58

 국토해양부∙한국감정평가협회∙한국부동산연구원 자료 : 2011년 서울시 

매장용빌딩 투자수익률 
59

 이재우∙이창무(2005) 
60

 한국은행 발표 2011년 은행 가계 신용대출금리(잔액) 기준 
61

 한국은행 발표 2011년 은행 정기예금 금리(잔액) 기준 
62

 단순 추정치 : KB 2011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0.4% + 부

동산114 2011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0.8% × 보증금 전환이율 7.8%  
63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5년) 
64

 한국은행 발표 2011년 상호저축은행 일반대출금리(신규취급) 기준 
65

 한국은행 발표 2011년 은행 정기예금 금리(잔액) 기준 
66

 국토해양부∙한국감정평가협회∙한국부동산연구원 자료 : 2011년 서울시 

매장용빌딩 투자수익률 
67

 DTZ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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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축적이 된 금액까지의 자본비용은 기대수익률(기회비용)로, 

자본축적을 넘어서는 부분의 자본비용은 조달금리로 인식할 

것이다.68 

서울 A 급 오피스 시장과 대형마트 시장과 같이 우량한 기업형 

임차인이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임차인은 신용도가 우수하며, 

상대적으로 사업 및 투자기회가 많아 임차인의 

자본비용(기회비용)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헷징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보증금 

배율 이상의 보증금은 제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중소형)과 아파트 및 고시원 시장은 주로 

개인이 임차인이다. 아파트 시장에서 개인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기업형 임차인 만큼 투자기회가 다양하지 않아, 음(-)의 

레버리지가 발생하므로 자본을 축적한 범위까지는 은행 

예금이자율을, 자본축적된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대출이자율을 

자본비용으로 인식할 것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중소형)의 경우, 비교적 기업화된 임차인으로 

직접 영업을 영위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비용(기회비용)을  

기대할 가능성이 있다. 고시원의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자본축적이 

적고 신용도가 낮아 신용조달금리가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아파트 

시장의 임차인 보다는 자금의 자본비용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시장에서 임차인의 자본비용이 가장 낮고, 기업형 

임차인일수록 자본비용이 높아지며, 신용조달금리가 매우 높은 

고시원 임차인의 자본비용이 높은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다. 

                                           
68

 음(-)의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축적액에 의한 예산제약이 임

차인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선택할 때,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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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의 내용을 기초로 임차인의 자본비용과 보증금 배율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 15>와 같다.69 

 

 

 

 

 

 

 

 

 

 

 

 

 

 
 

 

 

 

 

 

앞의 장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임차인 자본비용이 클수록 보증금 

배율이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임차인의 자본비용이 

높을수록,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대여하기 보다는 자신의 투자기회에 

사용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는 데에 자금을 사용하려 할 것이기 

                                           
69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의 하위시장별 자본비용 및 투자수익률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표10>의 자료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실증 분석은 추후 연구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15>임차인 자본비용과 보증금 배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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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고시원은 임차인의 신용도가 낮아 임대인 입장에서는 

많은 보증금이 필요하지만, 임차인의 자본비용이 높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발생시킬 여력이 안되므로, 보증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10>을 부동산 투자수익률과 임차인 자본비용을 각각 x축과 y

축으로 하는 평면으로 구성하면 다음의 <그림16>과 같다.  

 

 

 

 

 

 

 

 

 

 

 

 

 

 

 

식<30>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클수록 임차인 자본비용

이 작을수록 보증금 배율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위의 평면에서 

우하향할수록 보증금 배율이 높고, 우상향할수록 보증금 전환이율이 

높아야 한다. 그와 유사하게 실제 자료에서도 아파트, 서울 상업용 

<그림 16>부동산 투자수익률과 임차인 자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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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소형)이 높은 보증금 배율을 보여주고, 고시원은 보증금 

배율이 가장 낮다. 보증금 배율의 결정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수익률

의 영향이 더 큰지, 임차인 자본비용의 영향이 더 큰지는 충분한 자

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실증 분석을 통해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문

제이다. 다만 위의 그림을 통해 금융위기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

서 투자 수익률이 크게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위험 증가 때문에 보

증금 배율 및 보증금 전환이율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만한 이론적 

개연성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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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임대 보증금 발생원리를 규명하여, 

부동산 하위시장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보증금 배율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제안한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 

도입된 임대 보증금 시장은 보증금의 수요자인 임대인과 보증금의 

공급자인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보증금의 

가격은 단위 보증금 대비 단위 보증금으로 전환된 한계 임대료의 

비율인 보증금 전환이율이다. 

임대 보증금은 임대인이 부동산 투자효용을 극대화하는 메카니즘 

하에 발생한다.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

확실한 소득수익을 불확실한 자본수익과 교환하는 행위이다. 그에 

따라 임차인 신용위험(월세미납)은 감소하는 반면, 레버리지 위험

(자본수익률의 변동성)은 증가하게 된다. 임대인은 변환 가능한 소

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집합 중 가장 효용이 높은 수익률 조합을 

선택하려 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선택하려 할 

것이다. 

임대 보증금은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절감액이 수익인 대출계약에 

해당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증가할수록 임대인 신용위험

(보증금 미반환) 프리미엄이 증가하게 된다. 임차인은 자금을 보증

금의 형태로 대여하므로, 자본시장의 이자율에 임대인 신용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한 보증금 전환이율을 적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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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보증금을 통해 자기자본의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려 

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통해 총 임차비용을 최소화하려 한다. 

따라서 임대인은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높을수록 더 높은 보증금 

전환이율을 허용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차인의 자본비용이 

높을수록 더 높은 보증금 전환이율을 요구할 것이다. 그 결과,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높을수록 보증금 배율이 증가하고, 임차인 

자본비용이 높을수록 보증금 배율이 감소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보증금 배율의 균형이 결정된다. 

그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료와 보증금이 효율적으로 

할당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하였다. 첫째,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신용위험과 임차인 자본비용이 통합된 모형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신용위험과 레버리지 위험 등이 

분리되어 논의되어 왔다. 둘째, 임대 보증금 시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다. 임차인 

금융시장으로서 임대 보증금에 대한 시장 원리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균형점을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부동산 하위시장 별로 다양한 보증금 배율을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부동산 투자수익률과 임차인 자본비용이라는 

변수를 통해 부동산 하위시장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는 모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임대 보증금의 균형이 발생하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효율적으로 할당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모형에 의하면 

보증금은 효율성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었다. 임대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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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고 자산가치보다 낮은 보증금을 얻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보증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충분히 높을 경우, 전세계약을 통해 

임차인에게도 경제적 잉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높을 경우, 임대인에게만 혜택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높은 경우, 임대인이 

레버리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높은 보증금 전환이율을 허용할 수 

있어, 임차인도 임차비용 절감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임대 보증금을 통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용위험을 

헷징하면서 손쉽게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임차인은 총 임차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은 보증금의 거래를 통해 상호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리적인 증명을 통한 이론적 접근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보증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증 자료를 통하여 본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수정∙보완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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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교환비율 
 

식(1) : 부동산 투자수익률(보증금이 있는 경우)  

𝐫𝐱 =
𝐑𝟎 − 𝐑𝟎 ∙ 𝐱

𝐕 −
𝐑𝟎 ∙ 𝐱
𝐜𝐱

=
𝟏 − 𝐱

𝟏
𝐫𝟎

−
𝐱
𝐜𝐱

 

𝐠𝐱 =
∆𝐕

𝐕 −
𝐑𝟎 ∙ 𝐱
𝐜𝐱

=
𝐠𝟎

𝟏 − 𝐫𝟎 ∙
𝐱
𝐜𝐱

=

𝐠𝟎

𝐫𝟎
𝟏
𝐫𝟎

−
𝐱
𝐜𝐱

 

rx ∶  보증금 비율 x일 때의 약정 소득수익률 

gx ∶  보증금 비율 x일 때의 기대 자본수익률 

cx ∶  보증금 비율 x일 때의 보증금 전환이율 

 

보증금 비율의 변화에 따른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식(2) : 보증금 비율의 변화에 대한 소득수익률의 변화  

𝐝𝐫𝐱
𝐝𝐱

=
− 

𝟏
𝐫𝟎

−
𝐱
𝐜𝐱
 + (𝟏 − 𝐱) ∙

𝟏
𝐜𝐱

(
𝟏
𝐫𝟎

−
𝐱
𝐜𝐱

)𝟐
=

𝟏
𝐜𝐱

−
𝟏
𝐫𝟎

(
𝟏
𝐫𝟎

−
𝐱
𝐜𝐱

)𝟐
 

식(3) : 보증금 비율의 변화에 대한 자본수익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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𝐝𝐠𝐱

𝐝𝐱
=

𝐠𝟎

𝐫𝟎
∙
𝟏
𝐜𝐱

(
𝟏
𝐫𝟎

−
𝐱
𝐜𝐱

)𝟐
 

식(2)와 식(3)은 보증금 비율의 변화에 대한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변화량을 보여주므로, 두 수식을 정리하면, 다음 식과 

같이 소득수익률의 변화량에 대한 자본수익률의 변화량을 나타낼 

수 있다. 

𝐝𝐠𝐱

𝐝𝐫𝐱
=

𝐝𝐠𝐱

𝐝𝐱
∙
𝐝𝐱

𝐝𝐫𝐱
=

𝐠𝟎

𝐫𝟎
∙
𝟏
𝐜𝐱

𝟏
𝐜𝐱

−
𝟏
𝐫𝟎

= −
𝐠𝟎

𝐜𝐱 − 𝐫𝟎
 

식(4) :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교환비율   

𝐝𝐠𝐱

𝐝𝐫𝐱
= −

𝐠𝟎

𝐜𝐱 − 𝐫𝟎
 

 

 

(부록2)한계대체율 

𝐝𝐫𝐱 = −𝐝𝐠𝐱 + 𝐝𝐩𝐱
𝐫 + 𝐝𝐩𝐱

𝐠
, 𝐢𝐟  𝐝𝐠𝐱

𝐜 + 𝐝𝐫𝐱
𝐜 = 𝟎 

𝐌𝐑𝐒𝐱
𝐋 =  𝐝𝐠𝐱

𝐝𝐫𝐱
 
𝐝𝐠𝐱

𝐜+𝐝𝐫𝐱
𝐜=𝟎

=
𝐝𝐠𝐱

−𝐝𝐠𝐱 + 𝐝𝐩𝐱
𝐫 + 𝐝𝐩𝐱

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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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소득수익률 위험 프리미엄의 특성 

 

약정 소득수익률의 위험 프리미엄을 보증금으로 미분하면 다음의 

식과 같이 정리된다. 

 

식(1): 보증금 변화량에 대한 소득수익률 위험 프리미엄의 변화량 

𝐝𝐩𝐱
𝐫

𝐝𝐃
=

𝐀𝐋
𝐫

(𝐕 − 𝐃𝐱)𝟐
∙  

𝐝𝐁𝐋

𝐝𝐃
∙  𝐕 − 𝐃𝐱 + 𝐁𝐋  

보증금이 증가함에 따라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액 기대치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자기자본의 가치가 임대료 손실액 기대치보다 

충분히 크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것이다. 

𝐝𝐁𝐋

𝐝𝐃
≤ 𝟎,

𝐝𝐁𝐋

𝐝𝐃
≤ −

𝐁𝐋

𝐕 − 𝐃𝐱
 

→
𝐝𝐁𝐋

𝐝𝐃
∙  𝐕 − 𝐃𝐱 + 𝐁𝐋 ≤ 𝟎 

이를 식(1)에 대입하면 다음 식(2)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즉, 보증금이 증가할수록 임대인의 소득수익률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은 감소한다. 

 

식(2): 임대인의 소득수익률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의 특징 

𝐝𝐩𝐱
𝐫

𝐝𝐃
≤ 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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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한계대체율의 역수 

 

한계대체율의 역수는 다음의 식과 같다.  

𝟏

𝐌𝐑𝐒𝐱
𝐋

=
−𝐝𝐠𝐱 + 𝐝𝐩𝐱

𝐫 + 𝐝𝐩𝐱
𝐠

𝐝𝐠𝐱

 

= −𝟏 +
𝐝𝐩𝐱

𝐫 + 𝐝𝐩𝐱
𝐠

𝐝𝐠𝐱

 

보증금의 증가에 대한 자본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위험 

프리미엄의 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𝐝𝐩𝐱
𝐠

𝐝𝐃
= 𝐀𝐋

𝐠
∙ 𝛔(𝐠𝟎) ∙

𝐕

(𝐕 − 𝐃𝐱)𝟐
 

𝐝𝐠𝐱

𝐝𝐃
=

∆𝐕

(𝐕− 𝐃𝐱)𝟐
 

따라서 자본수익률의 변화량에 대한 자본수익률의 위험 

프리미엄의 증가량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𝐝𝐩𝐱
𝐠

𝐝𝐠𝐱

= 𝐀𝐋
𝐠
∙ 𝛔(𝐠𝟎) ∙

𝐕

∆𝐕
 

=
𝐀𝐋
𝐠
∙ 𝛔(𝐠𝟎)

𝐠𝟎
 

또한 보증금의 증가에 따른 소득수익률의 위험 프리미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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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량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𝐝𝐩𝐱
𝐫

𝐝𝐃
=

𝛛𝐩𝐱
𝐫

𝛛𝐁𝐋
∙
𝐝𝐁𝐋

𝐝𝐃
+
𝛛𝐩𝐱

𝐫

𝛛𝐃
 

=
𝐀𝐋
𝐫

(𝐕 − 𝐃𝐱)
∙
𝐝𝐁𝐋

𝐝𝐃
+

𝐀𝐋
𝐫 ∙ 𝐁𝐋

(𝐕 − 𝐃𝐱)𝟐
 

=
𝐀𝐋
𝐫

(𝐕 − 𝐃𝐱)
∙ 𝐰𝐋 +

𝐀𝐋
𝐫 ∙ 𝐁𝐋

(𝐕 − 𝐃𝐱)𝟐
 

wL ∶ 보증금 증가에 따른 임대료 손실액의 변화량 dBL/dD (한계손실률) 

따라서 자본수익률의 변화량에 대한 소득수익률의 위험 

프리미엄의 증가량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𝐝𝐩𝐱
𝐫

𝐝𝐠𝐱

=
𝐀𝐋
𝐫 ∙ 𝐰𝐋

𝐠𝟎
+
𝐀𝐋
𝐫 ∙ (−𝐃 ∙ 𝐰𝐋 + 𝐁𝐋)

∆𝐕
 

−D ∙ wL + E BL  는 근사적으로 0이므로70,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다시 정리할 수 있다.  

𝐝𝐩𝐱
𝐫

𝐝𝐠𝐱

=
𝐀𝐋
𝐫 ∙ 𝐰𝐋

𝐠𝟎
 

그에 따라 한계대체율의 역수는 다음 식(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70

 wL = dBL/dD이고, 보증금의 증가량 만큼 임대인의 손실액이 감소하므로, 

−D ∙ wL + E BL ≒ 0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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𝟏

𝐌𝐑𝐒𝐱
𝐋

= −𝟏 +
𝐝𝐩𝐱

𝐫

𝐝𝐠𝐱

+
𝐝𝐩𝐱

𝐠

𝐝𝐠𝐱

 

= −𝟏 +
𝐀𝐋
𝐫 ∙ 𝐰𝐋

𝐠𝟎
+
𝐀𝐋
𝐠
∙ 𝛔(𝐠𝟎)

𝐠𝟎
 

식(1): 한계대체율의 역수 

𝟏

𝐌𝐑𝐒𝐱
𝐋

= −𝟏 +
𝐀𝐋
𝐫 ∙ 𝐰𝐋 + 𝐀𝐋

𝐠
∙ 𝛔(𝐠𝟎)

𝐠𝟎
 

임대인의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위험 프리미엄에 적용되는 

위험회피계수는 보증금의 증가에 독럽적71이라고 가정하였다.  

  

                                           
71

 실제 세상에서는 위험회피계수도 수익률의 변동성과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논리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위험회피계수와 수익

률의 변동성은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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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임대인 신용위험시 임차인 손실액 기대치의 특징 

임대인 신용위험시 임차인의 손실액 기대치는 다음의 식과 같다.  

 

식(1): 임대인 신용위험시 임차인 손실액 기대치 

𝐁𝐓 = 𝛉 ∙   𝐃 − 𝐯 ∙ 𝛂𝐋𝐕 𝐯 ∙ 𝐝𝐯
𝐃

𝟎

 

BT ∶ 임대인 신용위험시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액 기대치 

θ ∶  임대기간 중 임대인 채무불이행(default)이 발생할 확률 

D ∶  보증금 총액 

LV ∶ 부동산 청산가치의 기대치 

v ∶ 청산가치 

αLV  v : 부동산 청산가치의 확률분포 

 

식(1)의 보증금 D에 대한 1계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𝐁𝐓 = 𝛉 ∙  𝐃 ∙  𝛂𝐋𝐕 𝐯 ∙ 𝐝𝐯
𝐃

𝟎

+  𝐯 ∙ 𝛂𝐋𝐕 𝐯 ∙ 𝐝𝐯
𝐃

𝟎

  

𝐝𝐁𝐓

𝐝𝐃
=  𝛉 ∙   𝛂𝐋𝐕 𝐯 ∙ 𝐝𝐯

𝐃

𝟎

+ 𝐃 ∙ 𝛂𝐋𝐕 𝐃 + 𝐃 ∙ 𝛂𝐋𝐕 𝐃   

=  𝛉 ∙   𝛂𝐋𝐕 𝐯 ∙ 𝐝𝐯
𝐃

𝟎

+ 𝟐𝐃 ∙ 𝛂𝐋𝐕 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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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2): 임차인 손실액의 보증금에 대한 1 계도함수 

𝐝𝐁𝐓

𝐝𝐃
= 𝛉 ∙   𝛂𝐋𝐕 𝐯 ∙ 𝐝𝐯

𝐃

𝟎

+ 𝟐𝐃 ∙ 𝛂𝐋𝐕 𝐃   

→  
𝐝𝐁𝐓

𝐝𝐃
> 𝟎,    𝒊𝒇  𝑫 > 0 

식(2)를 또 보증금 D로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𝐝𝟐𝐁𝐓

𝐝𝐃𝟐
= 𝛉 ∙  𝛂𝐋𝐕 𝐃 + 𝟐𝛂𝐋𝐕 𝐃   

식(3): 임차인 손실액의 보증금에 대한 2 계도함수 

𝐝𝟐𝐁𝐓

𝐝𝐃𝟐
= 𝟑𝛉 ∙ 𝛂𝐋𝐕 𝐃  

→  
𝐝𝟐𝐁𝐓

𝐝𝐃𝟐
> 𝟎,    𝒊𝒇  𝑫 > 0 

즉, 임대인 신용위험시 임차인 손실액의 기대치는 보증금이 

증가할수록 체증적으로 증가한다. 2계도함수가 상수이기 때문에 

3계도함수의 값은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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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자본비용과 균형 보증금 비율의 관계 

균형 보증금 비율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보증금 전환이율이 

일치하게 되므로, 균형 보증금 전환이율의 성립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식(1): 균형 보증금 전환이율의 성립조건 

𝐜𝐱∗
𝐓 = 𝐜𝐱∗

𝐋
 

𝐢𝐓 + 𝐀𝐓 ∙ 𝐰𝐱∗
𝐓 = 𝐢𝐋 − 𝐀𝐋

𝐫 ∙ 𝐰𝐱∗
𝐋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한계손실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𝐰𝐱∗
𝐋 =

𝐢𝐓 − 𝐢𝐋 + 𝐀𝐓 ∙ 𝐰𝐱∗
𝐓

−𝐀𝐋
𝐫  

𝐰𝐱∗
𝐓 =

𝐢𝐋 − 𝐢𝐓 − 𝐀𝐋
𝐫 ∙ 𝐰𝐱∗

𝐋

𝐀𝐓
 

임차인과 임대인의 균형 한계손실률은 상대방 자본비용에 의해 

변화하는 함수이다.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자신의 자본비용이 

높을수록 상대방에게 더 높은 한계손실률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균형점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한계손실률을 

상대방 자본비용으로 미분하면 다음 식(2)과 같은 결과가 산출된다. 

식(2) : 균형 보증금 한계손실률과 상대방 자본비용의 관계  

𝐝𝐰𝐱∗
𝐋

𝐝𝐢𝐓
=

𝟏

−𝐀𝐋
𝐫 < 𝟎,    

𝐝𝐰𝐱∗
𝐓

𝐝𝐢𝐋
=

𝟏

𝐀𝐓
> 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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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임차인의 손실액은 보증금 비율의 

증가에 따라 체증적으로 증가하고, 임대인의 손실액은 보증금 

비율의 증가에 따라 체감적으로 감소하다가 0 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보증금 비율에 대한 한계손실률의 변화를 표현하면 식(3)와 

같다. 

식(3) : 보증금 비율과 한계손실률의 관계  

𝐝𝐰𝐱
𝐋

𝐝𝐱
≥ 𝟎,

𝐝𝐰𝐱
𝐓

𝐝𝐱
> 𝟎 

식(2)와 식(3)을 이용하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자본비용의 

변화에 의한 균형 보증금 비율의 변화의 방향을 다음 식과 같이 

정리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의 자본비용의 변화에 따른 균형 보증금 

비율의 변화를 알 수 있다. 

𝐝𝐱∗

𝐝𝐢𝐓
=

𝐝𝐱∗

𝐝𝐰𝐱∗
𝐋 ∙

𝐝𝐰𝐱∗
𝐋

𝐝𝐢𝐓
< 𝟎 

𝐝𝐱∗

𝐝𝐢𝐋
=

𝐝𝐱∗

𝐝𝐰𝐱∗
𝐓 ∙

𝐝𝐰𝐱∗
𝐓

𝐝𝐢𝐋
> 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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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version between rent and deposit  

in Korean property market 
 

Park, Sung Sik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u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general principle of rental deposit in the Korean 

property market and proposes a theoretical model that determines a deposit 

ratio― a ratio of deposit to monthly rent in the lease contract―  in each 

property submarket such as office, retail, and residential market. 

In Korea, the landlord use rental deposit as a source of capital to purchase 

the property leased by tenant. This study applies a market mechanism to 

transaction of rental deposit between landlord and tenant. In the rental deposit 

market, the price of a rental deposit is the conversion rate, a marginal ratio of 

rent to deposit. 

According to this study, a landlord maximizes the return on equity with 

rental deposit while a tenant minimizes total rental costs with optimal 

allocation between rent and deposit. Hence the landlord would allow a higher 

conversion rate when the rate of return on property investment is higher. The 

tenant would require a higher conversion rate when his or her cost of capital is 

higher 

Consequently, as the rate of return on property investment is higher, the 

landlord is willing to allow a higher deposit ratio. However, as the cost of 



129 

 

capital is higher, the tenant is willing to accept a lower deposit ratio. Through 

this market mechanism between the landlord and the tenant, an equilibrium of 

deposit ratio is determined.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introduces the 

concepts of the cost of capital for tenant and the credit risk. Secondly, it 

suggests the rental deposit market to examine the interaction between landlord 

and tenant. Thirdly, it provides a theoretical ground that explains various 

deposit ratios in the property submarket. Lastly, it shows how rental deposit 

contributes to an increase in efficiency in the property market.  

This study also giv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One, through the market 

mechanism, rent and deposit are efficiently allocated in the rental deposit 

market. Two, if the rate of return on property investment is sufficiently high, 

economic surplus can occur for tenant through the Chonsei lease contract, a 

Korean unique lease contract in which the tenant pay only a refundable rental 

deposit without any rent. Three, the landlord can borrow money easily, 

hedging the tenant’s credit risk through the rental deposit. The tenant can also 

minimize the total rental cost by increasing the rental deposit. The landlord 

and tenant mutually benefit from the transaction of rental deposit. 

 

Key words: rent, deposit, conversion rate, rate of return, credit risk, cost of 

capital, Chonsei lease contract 

Student Number : 2007-3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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