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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의의는 저금리 추세로 인해 풍부해진 금융 유동성과 오피스 빌딩 자

본환원율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업무 권역의 탄력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장기 저금리 기조와 함께 최근 부동산 펀드의 순자산총액

은 빠르게 증가하고 자본환원율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시장이 

저금리 기조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상은 대한민국 서울시 도심 업무 권역(CBD), 강남 업무 권역(GBD), 여의도 업무 

권역(YBD)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이고 관찰 시점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분

기 단위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금융 유동성의 대리변수로 유동성갭률(Money gap)

을 사용하였으며 이것을 이용해 업무 권역 간 자본환원율 탄력성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거시경제 지표 중 무위험이자율 지표인 10년 국고채 금리, 유동성 

지표인 유동성갭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지역 특징을 나타내는 임대료, 공실률과 

사업체 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특성

상, 거대 자본 규모와 연관 있는 자산의 가치는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 영향 받는 

것이 확인 되었다. 자본환원율 탄력성 분석을 통해 거시 경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CBD, GBD, YBD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났으며 GBD의 탄력성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탄력성의 크기 및 차이가 눈에 띄게 크지 않았으며 권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의 영향이 미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한정된 투자자들이 서울의 주요 특정 권역만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세 권역 모두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권역 요소보

다는 금융 시장의 거시경제 환경 요소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유추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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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무 권역간 평균 자본환원율의 

스프레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저금리에 의한 풍부한 유동성은 

오피스 자본환원률 하락에 기여함과 동시에 오피스 시장의 동조화를 가져온 것으

로 보여진다. 

 

 

 

◆ 주요어 : 상업용부동산, 오피스, 자본환원율, 거시경제, 저금리, 유동성, 유동

성갭률, 패널 데이터 분석 

◆ 학  번 : 2018-2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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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9년 이후로 저금리 추세를 유지해왔고 각국의 나라들도 기

조에 맞춰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왔다. 2016년 미국 금리가 0.5% 포인

트 인상되어 0% 금리를 벗어났으나, 금리는 금융위기 이전인 5%대로 높아지지 않

았다. 또한 2009년 당시 2% 수준의 금리를 보여왔던 국내 기준 금리는 2019년 말 

기준 1.25%수준으로 하락하며 10년 만에 75bp의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락하는 저금리 추세와는 반대로 대체투자 자산 중 하나인 부동산 투자는 증

가하였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중 부동산펀드1의 순자

산 총액은 2009년 8조 9천억원의 규모로 집계 되었다. 이후 2019년 말 기준 100

조원을 달성하게 되면서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세계 거시경제 시장 영향에 

의해 국내 기준금리도 하락하여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

여졌다. 하지만 투자 자산으로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주목 받게 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국내 도시계획분야에서 도심부 재개발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 

초반부터 정착되기 시작했고 이 일환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서울 도심부의 대형 오

피스 빌딩들은 1980년대 초반부터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손정목, 2003). 대부분의 

서울 대형 오피스 빌딩은 재벌에 의해 건설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오피스 

빌딩이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1 주택시장의 주거용 부동산(Residential property)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property)을 위한 펀드이며 

주로 오피스, 리테일, 물류창고에 투자하기 위한 집합간접투자기구를 의미한다. 

KIM KYU YOON
손정목. (2003).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2. 한울아카데미, 1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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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97년 IMF 이후 외국인에게 금융 투자가 개방되며 외국계 투자 회사

들이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 빌딩을 투자 자산으로 매입하기 시작했다. 국

내 금융 불안정성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함에 따라 시장에 매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기업의 중추적 생산요

소로서 부동산 자산의 활용은 핵심적 경영의사결정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경영자는 

이를 효율화함으로써 경영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해야만 했다 (Stephen, 

2001). 기업들은 서울 주요 업무 권역 내에 본사(오피스)를 매각하고 매각 후 장기 

임대 방식(Sale and Lease Back)을 통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더불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자본을 투자 받

기는 수월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영 수익의 증대와 매각 차익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재벌 외에 소유자들에게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자산으

로 보여져 시장에 내어놓기 시작하면서 투자 환경은 더욱 좋아졌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주요 투자자로서 기관 투자자들은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

위원회가 담당하는 ‘자본시장법’을 기초로 한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펀드(Real 

Estate Fund)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그들은 주로 대규모 국내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건축연면적 33,000m2이상)이 주로 몰려 있는 서울시 내에 중심 도심 업무 권

역(Center Business District, CBD), 강남 업무 권역(Gangnam Business district, 

GBD), 여의도 업무 권역(Yeouido Business District, YBD)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

다. 투자 자산의 특성상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어야 투자가 수월해진다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투자 주체가 되었다. 이 결과,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

하는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펀드 순자산총액의 규모는 총 100조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에 달하며 2019년 4월 변화폭은 2조 7천억원의 역대 최고 증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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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었다. 이중 사모펀드는 2006년 3월 처음으로 공모펀드와의 비중에서 50%를 

넘기게 되었고 이후 2009년까지 급격히 상승해 90%의 비율을 기록하였다. 국토교

통부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리츠 또한 자산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부

동산 펀드의 약 50% 인 46.6조원 (‘19년 10월 기준) 수준이며 공모 비율이 6.3% 

(‘18년 11월 기준)로 높지 않았다. 이렇게 형성된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은 

거대 금융 자본이 대부분 사모 간접투자로 집중되는 것을 야기했다. 

국내 경제 발전과 저금리로 인해 금융시장 유동성은 꾸준히 증가해왔고 투자 

주체가 많아지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이 이전보다 다소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소수의 사모 투자자들에게만 집중되는 혜택을 인지했고 시장

의 발전과 경쟁을 위해 공모 중심의 시장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

도의 일환으로 정부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혜택을 공유하기 위함과 동시에 주

택시장으로 쏠린 유동성을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2019)’을 발표했다. 정책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공모 부동산간접투자가 활성화되면 주택 시장 등에 유입되는 금융시

장 유동성을 산업단지∙물류시설 등 공공 인프라와 상업용부동산 등 경제효과가 큰 

분야로 흡수하고,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집중되었던 부동산간접투자 수익을 국민에

게 재분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정책의 목적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다

양한 방법으로 확대하려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기초로 한 간접투자

기구인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공모에 대해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2018)’을 발표했다. 리츠 고유의 혜택을 만들어 부동산 펀드 시장에 

비해 성장과 규모가 낮았던 리츠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인 것이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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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민간으로부터의 투자를 활성화 시켜 시

장의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국내 상업용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여러 정책에 힘을 

받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예측된다. 또한 관련 정책 발표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최근 10

년간 대체투자 자산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시장이기도 하다 (노상윤, 2015).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부동산 자본환원율과 저금리에 의

해 유발된 풍부한 금융 유동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국내 연구들은 다소 부족해 보

인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저금리 기조에 의해 금융 유동성(이하 ‘통화 유

동성’ 또는 ‘유동성’)이 확보된 대체 투자 시장 내에,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

업용 부동산 오피스 시장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같은 금융 환경에서 유동성은 중

요한 투자 요소이며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자본환원율이 유동성에 얼마나 많은 영

향을 받는 지 알아보려고 한다. 더 나아가, 세 개 대상 업무 권역 오피스 자본환원

율의 탄력성을 분석해본다. 이 연구는 국내 통화 유동성과 상업용부동산 오피스 자

본환원율에 관한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세계 금융 시장의 추세인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최근 10년간 국내

에서 투자규모가 확대 되고 있는 대체투자 자산 내에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시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번 연구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서울시 오피스 

시장에 대해 집중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상업용 부동산 중 오피스는 도심 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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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자산이고 꾸준히 거래되어 왔다. 또한 오피스는 도심 내에 지역경제와 생활수

준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자산이다. 주요 도심 내에 산업군(Finance, Insurance, 

Real Estate industry)의 오피스 수요는 도시의 거시경제 활성화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R. Sivitanidou, 1996). 둘째,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주요 자산들 중 

오피스 시장의 대부분이 서울시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대상 지역을 서울시로 선정하

게 되었다. 셋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국내에서는 일부 중요한 수치 데이

터 공개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서울시 오피스 시장의 데이터가 다른 시장보다 상대

적으로 얻기 쉽고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시장보고서도 많다. 넷째, 서울시 내의 주

요 오피스 시장이 포함된 업무 권역은 CBD, GBD, YBD 세 개의 권역으로 확고히 

굳어져 있기 때문에 권역 설정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 업무 권역의 세밀

한 범위는 조사 기관이나 주체마다 확보한 데이터에 의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상

업지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대체적으로 공통적이다. 또한 이렇게 세 개의 

업무 권역으로 나뉘어진 이유는 서울시 전체의 오피스 시장의 규모가 크고 각 업무 

권역 마다 위치적 이질성에 의해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앞에서 소개했던 배경들을 통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시장에

서 저금리로 인한 금융시장 유동성이 실제로 서울시 내 세 개의 오피스 업무 권역 

부동산 자본환원율에 영향을 끼치는지 실증 분석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또한 영

향을 끼친다면 각 오피스 업무 권역이 유동성에 의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해 본다. 데이터는 최근 11년 동안의 각 오피스 업무 권역의 분기별 부동산 자

본환원율을 관찰하여 총 126개의 관측치를 통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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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제 1 절 상업용 부동산 자본환원율 결정요인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은 다양한 명칭과 종류가 존재한다. 자본 환원율

(capitalization rate, Cap. Rate), 수익률(Yield), 투자 수익률(Total rate), 내부 수익

률(Internal Rate of Return), 배당 수익률(Dividend Yield)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으로 가장 흔히 쓰이는 자본환원율을 수익률의 지표로 간주한다. 

정확히 말하면, 투자 수익률은 소득 수익률(Income rate)과 자본 수익률(Capital 

gain)로 나뉘는데 자본 환원율은 소득 수익률에 해당한다. 자본환원율은 순운용수익

(Net Operating Income, NOI)에서 총 자산의 가치(Value)를 나눈 값이다. 자본환원

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다.  

R. C. Sivitanidou and Sivitanides (1996) 는 큰 대도시 간 오피스 자본환원율 

차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에게 대도시 오피스 시장 전역에 걸쳐 자산을 

다양하게 보유하길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매각 가치를 고려한 자본환원율

(Terminal cap-rate2)과 그와 관련된 리스크 프리미엄(r), 기대수익성장률(g), 무위

험이자율(d)을 세 개의 지표로 선정하여 대리 변수인 공실률, 흡수율, 완공률, 시장 

크기, 종사자 수 성장을 이용하였다. 각각의 대리변수들은 자본환원율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공실률, 완공률, 종사자수 성장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시장의 크기, 흡수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자본환원율의 지

                                           
2 자본환원율(Cap rate)에는 순운용수익(NOI)과 자산 가치(Value)의 산정 값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Terminal Capitalization rate는 자산 가치를 매각되었을 때의 매각 가격으로 산정한다. 본 연구의 수익률도 이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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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적 차별성을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실증분석함으로서 지역의 이질성에 따른 투

자 자산의 리스크 분산 효과를 입증하였다. 그들은 지역간 자본환원율의 차이는 지

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각 업무 권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

다 (R. Sivitanidou and Sivitanides, 1999). Sivitanides et al. (2001) 는 상업용 부동

산에서의 자본환원율은 지역시장특성과 국가경제특성을 모두 반영한다고 그 중요성

을 언급하였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데이터의 부족함을 토로하며 이 상황에

서 패널 데이터 분석의 장점과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 시장에서

의 요소가 예를 들면, 지역의 평균 임대료, 자본 수익 등이 무위험이자율과 더불어 

주기적 평가를 받는 자본환원율을 설명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Tsolacos et al. (2009) 에서는 기본적인 현금할인모형(Discount Cash Flow Model)

을 통해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임대료 성장률, 할인율을 이용해 패널 데이터 분석을 

했고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주요 도시의 리테일 시장 자본환원율을 추정하였다.  

하지만 앞선 선행연구들은 자본환원율 결정 요인의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거시

경제 요소에 더해 지역 시장을 더 설명할 수 있는 미시적 요소들을 찾는 것에 초점

을 뒀다. Conner and Liang (2005)는 자본환원율 수식에 입각한 균형적인 관점을 

보여주었다. 자본환원율의 분자로 들어가는 순운영수익의 경우 공간 시장(space 

market)의 영향을 받는데 주 요인은 공실률, 임대료, 운영비용 등의 영향력을 설명

하였다. 공실률, 임대료는 순운영수익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자본환원율

과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운영비용은 똑같은 방식으로 음(-)의 상관관계

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자본환원율의 분모로 들어가는 자산의 가

치는 자본시장(capital market)의 영향을 받으며 자본환원율과는 음(-)의 상관관계

가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순운영수익에 영향을 끼치는 직접적인 지역 요소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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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간접적인 지역 요소로서 사업체 종사자 수도 자본환원율에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부동산 산업은 자본 집

중적이고 이로 인해 부채(debt)에 강하게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주택시장 또한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적이었던 것은 공간 

시장에 의한 운영 수익 보다는 자본시장에 의한 자본 수익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다음의 선행연구들에서 알 수 있다. Kholdy and Sohrabian (2008) 에서는 주택시장

을 언급하며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의 중요한 요인으로 자본 수익 기대감이라고 

언급했다. 자본 수익이 인플레이션률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을 투자자들

은 알았던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1970년대 주택 가격은 급속도로 상승해 부동산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율을 능가했고 레버리지(leverage or gearing)를 이용한 자산의 

가치는 과도한 수익을 내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수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투기에 의한 자본 수익의 증가는 이 연구에서 경제 펀더멘탈

(fundamental)이라고 생각하는 고용률, 실업률, 개인소득 증가율로는 설명될 수 없

었다 (Case and Shiller, 1994). 이후, 부동산 주택 시장에서 자본 수익에 의한 투자 

원리는 더욱 일반화 되어 언급되었다 (Dusansky and Koç, 2007).  

이처럼 자본 수익의 중요성은 주택 시장뿐 아니라 상업용 시장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실물 상업용 부동산에서 투자 전략 중 하나로 쓰이는 가치 부가(value-

added) 전략은 자본 수익을 극대화 하는 전략이다. 노후화 된 빌딩을 매입 후 리모

델링하거나, 일반 빌딩을 용도 변경을 하여 고급화 시킨 후 매각함으로써 자본 수

익을 극대화 한다. 이런 전략을 통한 보유 기간과 거래 횟수도 자본 수익 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Chinloy et al., 2013). 위와 같은 비슷한 원리로 저금

리 기조에 의해 풍부해진 유동성은 자산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자본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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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전 보다 증가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본환원율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

상된다. 

 

제 2 절 금리와 유동성 

현재 세계적 저금리 정책은 2003년부터 시작된 예측불가능한 비합리적 수단인 

동시에 자유 재량적 접근을 허용한 Ad Hoc 시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저금리 정책과 양적완화를 주 방법으로 사용한다 (Taylor, 2012). 동시

에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며 자산가치의 감가상각 요소가 상대적

으로 작은 부동산 자산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 주택 시장은 모기지 신용의 확

대(Mortgage credit expansion)로 인한 유동성 증대가 시장의 거품을 일으켜 금융

위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Mian and Sufi, 2009). 기업의 주요 부동산 자산인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는 기업의 생산 요소뿐 아니라 부채의 담보로써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따라서 부동산 가치 변화는 기업 신용성과 유동성 확보에 영향을 지대하

게 끼치고 궁극적으로 기업 투자 활동의 방향을 결정한다 (Kiyotaki and Moore, 

1997).  따라서 상업용 부동산도 유동성 확보의 자본 규모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경우엔 계속해서 투자가 활성화 되어 왔고 현

재까지 자산의 거품으로 인한 시장 교란이 눈에 띄게 일어나진 않았다. 

많은 종류의 금리 중에서도 보통 무이자수익률(risk-free rate)은 부동산 시장

에서 수익률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무위험이자율의 대리 변수인 국고채이자율은 조

사의 범위가 지역간, 국가간 상관없이 항상 통용된다. 이는 부동산 자본환원율과 무

위험이자율 간의 스프레드를 통해 투자가 적절한 시점의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과 

맥락이 일치한다. 부동산 자본환원율이 무위험이자율보다 큰 상태에서의 스프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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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만큼 자본 투입을 받을만한 여력이 되어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유동성이 커지게 되어 금융 시장으로부

터 부동산 시장으로 자본이 유입되는데 이는 자본환원율 하락과 동시에 자산 가치

의 증가를 불러 일으키게 된다. 이런 현상은 저금리가 자본환원율 하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리이다. 또한 하락하는 금리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증가시

키기 위해 더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함으로서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했

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최근 저금리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 시

장의 확대를 유발 시킨다고 보았다 (Conner and Liang, 2005). 또한 부동산 개발 

시에도 레버리지를 이용해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유동성 가치는 투자 결정

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Wheaton, 1999). 

이와 같이, 부동산 산업 전반에서 쓰이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의 부채 규모는 

금리 변동과 함께 금융시장 유동성과 직결된다. 유동성은 부채 가용성(debt 

availability)으로 표현이 되기도 한다. 거시경제이론에서도 부채 가용성을 금융위기

의 원인으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미시경제이론에서는 부채가 구매 유동성을 제공한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는 반대로 부동산 거래의 증가를 촉진시키고 자산의 기본

가치보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한 변수로 회

사채와 10년 국고채 금리의 차이를 정의한 리스크프리미엄은 자본환원율과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GDP에 의해 측정되는 경제를 감안한 부채의 양/GDP로 

계산된 부채 가용성은 자본환원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추가 모

델 검토를 통해 리스크프리미엄과 부채 가용성을 자본환원율 결정 요인의 필수적인 

요소로 언급하였다 (Chervachidze et al., 2009). 더불어 부채가용성과 의미가 비슷

한 유동성갭률(Money gap ratio)을 사용하여 국내 주택시장과 유동성의 영향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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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본 연구도 있었다 (임대봉, 2015; 김태경 ∙ 황상연, 2009). 

금리의 하락은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부채가 강한 역할을 하게 되며 동

시에 부동산 부채와 동반되었다 (Jun et al., 2004).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금융환경

을 고려하여 저금리로 인해 풍부해진 금융시장 유동성에 의한 부동산 자본환원율의 

영향력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다.  

 

제 3 절 기존연구와의 차별점 

국내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 자본환원율과 연관된 선행 연구들은 활성화 된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주로 부동산 주택시장에 대한 미시적 접근으로 서울의 주

택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정책 (김현아, 2006; 설동필 ∙ 우윤석, 2012) 등 과 공

급에 의한 가격 변화 효과 연구 (김갑성 ∙ 박주영, 2003; 배영균, 2012) 등 이 대부

분이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연구 (엄수원, 2002) 

가 나온 이후로 주로 서울시 오피스 시장에 대한 연구가 나오게 되었다. 초기 국내 

자본환원율 연구에서는 자산가치 결정 모형을 이용해 거시경제, 부동산 설명 변수

를 고려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연구가 있다. 손재영 ∙ 윤민선 (2007)은 거시

경제 변수로 인플레이션율, 경제성장률의 대리변수로 실질 GDP 상승률, 주식시장 

수익률의 대리변수로 earning/price ratio, 이자율의 대리변수로 3년만기 국고채 수

익률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변수는 양(+), 음(-), 관계없음,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으며 부동산 특성 변수는 거시경제 변수 보다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는 매매 사례 건수를 이용해 오피스 시장의 자본환원율을 시계열적으

로 추정하였다 (이동준 ∙ 이용만, 2012). 위 연구들의 공통점은 정보가 제한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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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시장의 거래 사례 데이터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

구는 오피스 시장의 자본환원율을 추정하는데 있어 여러 거시경제변수들이 분석에 

이용되었지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유동성이 상업용 부동산 자본환원율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 사례를 찾기 힘들었다.  

부동산 자본환원율과 유동성 정책의 연관성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택 

시장의 연구 주제들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들은 주택시장의 거품과 

통화 정책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로 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이 조명

을 받게 되었다. Amador‐Torres et al. (2018) 는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거품 지

속 기간의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그 요인이 양적완화 정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저

금리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직접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 양적완화정책이 주택가

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풍부한 유동성이 상업용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

서는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양적완화정책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GDP 성장률, 인

플레이션률, 단기 이자율, 기준금리, 금융시장 지표, 주식가격 인덱스, 인구 성장률, 

소비자 신뢰지수, LTV, 법적 권리 지수를 이용하였다. Tsatsaronis and Zhu (2004) 

는 또한 주택가격의 결정요인으로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률, 금리, 은행 대출이 

강한 설명력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위 연구들과 현재 국내 정책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도 유동성을 주목해야할 자본환원율 결정요인 중 

하나로 간주할 시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는 주택가격이나 

지표와 유동성의 관계만 다뤘고 자본환원율과의 관계나 상업용 부동산 요소와의 관

계를 다루지 않았다 (김순용, 2017; 김중규 ∙ 정동준, 2012; 최영상 ∙ 고성수, 2015). 

이에 본 연구는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울시 주요 업무 권역의 오피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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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자본환원율에 대해 거시경제 요소 중 금융시장 유동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유동성의 서울시 내 각 업무 권역 자본환원율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연구의 모델은 최근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이용해 아시아 주요 도시 오피스 시장의 

수익률을 추정한 Kim et al. (2019) 의 모델을 이용하며 유동성 변수로 유동성갭률

을 활용한다. 그리고 각 업무 권역별 임대료 성장률, 공실률, 사업체 규모 성장률을 

추가하여 지역 특성 요소를 보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각 업무 권역별 자본환원

율에 대해서 유동성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탄력성을 추가로 고려해 본다. 

 

제 3 장 연구 방법론 및 데이터 분석 

 

제 1 절 패널 데이터 분석 

대부분의 부동산 자본환원율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패널 데이터 분석을 이용

해 결과를 추정하고 예측하고 있다. 시계열 데이터와 크로스 섹션 데이터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패널 데이터는 시계열적 분석을 함과 동시에 여러 개의 대상지역

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일반적인 패널 데이터 모형은 다음과 같다. 

 

𝑦𝑦𝑖𝑖𝑖𝑖 = 𝛼𝛼 + 𝛽𝛽𝑥𝑥𝑖𝑖𝑖𝑖 + 𝜀𝜀𝑖𝑖𝑖𝑖(= 𝑢𝑢𝑖𝑖 + 𝑒𝑒𝑖𝑖𝑖𝑖) 

 

하지만 패널 데이터 분석을 수행 시 유의해야할 점은 선형최소제곱법(OLS, 

Ordinary Least Square) 분석에서의 몇가지 가정들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 첫째, 패널데이터의 경우 독립변수의 외생성, cov(𝑒𝑒𝑖𝑖, 𝑥𝑥𝑖𝑖) = 0, 을 위배할 수 있다. 

즉, 독립변수와 오차가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오차항이 등분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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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𝑒𝑒𝑖𝑖) = 𝛿𝛿2 , 을 가지지 않고 이분산성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오차항의 자기상관성

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오차항들이 독립적,  cov�𝑒𝑒𝑖𝑖, 𝑒𝑒𝑗𝑗� = 0 [𝐼𝐼𝐼𝐼𝐼𝐼], 이지 않을 수 있

다. 이를 위해 선형최소제곱 분석 대비 추가적인 검정 방법이 필요하다. 검정을 위

해선 먼저 패널 데이터 분석에서 주로 쓰이는 두 가지 모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 이 후에 필요한 검정법에 대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 모형과 일반화최소제곱법(GLS, Generalized Least 

Square) 모형을 이용해 실증 분석을 할 것이며 계량 모형은 다음과 같다. 해당 계

량 모형의 각 변수들에 대해 데이터 및 기술통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𝐶𝐶𝐶𝐶𝐶𝐶. 𝑟𝑟𝐶𝐶𝑟𝑟𝑒𝑒𝑖𝑖𝑖𝑖 = 𝛼𝛼𝑖𝑖 + 𝛽𝛽1𝐿𝐿𝐿𝐿𝐼𝐼𝑖𝑖 + 𝛽𝛽2
𝑀𝑀2
𝐺𝐺𝐼𝐼𝐺𝐺𝑖𝑖

+ 𝛽𝛽3𝑁𝑁𝑁𝑁𝐼𝐼𝑖𝑖𝑖𝑖 + 𝛽𝛽4𝑉𝑉𝐶𝐶𝑉𝑉.𝑅𝑅𝐶𝐶𝑟𝑟𝑒𝑒𝑖𝑖𝑖𝑖 + 𝛽𝛽5
𝑊𝑊𝑊𝑊𝑊𝑊
𝐶𝐶𝐶𝐶𝑊𝑊 𝑖𝑖𝑖𝑖

+ 𝜀𝜀𝑖𝑖𝑖𝑖 

 

1) 고정 효과 모형 

고정 효과 모형은 아래 식 𝑢𝑢𝑖𝑖를 고정된 모수로 가정하고 이 경우 𝑢𝑢𝑖𝑖가 독립변

수들과 상관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고정 효과 모형의 핵심은 𝑢𝑢𝑖𝑖를 추정하거나 

제거하여 이를 통제하는 것이다.  

 

𝑦𝑦𝑖𝑖𝑖𝑖 = (𝛼𝛼 + 𝑢𝑢𝑖𝑖) + 𝛽𝛽𝑥𝑥𝑖𝑖𝑖𝑖 + 𝑒𝑒𝑖𝑖𝑖𝑖 

𝑦𝑦�𝑖𝑖 = α + 𝛽𝛽�̅�𝑥𝑖𝑖 + 𝑢𝑢𝑖𝑖 + �̅�𝑒𝑖𝑖 

(𝑦𝑦𝑖𝑖𝑖𝑖 − 𝑦𝑦�𝑖𝑖) = 𝛽𝛽(𝑥𝑥𝑖𝑖𝑖𝑖 − �̅�𝑥𝑖𝑖) + 𝑢𝑢𝑖𝑖 + (𝑒𝑒𝑖𝑖𝑖𝑖 − �̅�𝑒𝑖𝑖) 

 

세부적인 추정방법으로는 𝑢𝑢𝑖𝑖를 추정하여 통제하는 LSDV(Least Square Dummy 

Variable)방법이 있고 𝑢𝑢𝑖𝑖를 제거하여 통제하는 WG(Within-Group variance)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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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서는 LSDV방법으로 보기로 한다. 위 방법들을 통해 내생성을 가졌

던 패널 데이터 회귀식은 𝑢𝑢𝑖𝑖를 추정하여 통제함으로서 회귀계수 𝛽𝛽 가 불편추정량을 

갖게 된다. 결국 𝛽𝛽  는 동일한 개체(i) 내부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x값에 따라 

y값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가지 방법의 수치적 결과는 동일하다.  

 

2) 임의 효과 모형 

임의 효과 모형은 𝑢𝑢𝑖𝑖를 통제하지 않고 임의로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 

경우 𝑢𝑢𝑖𝑖가 독립변수들과 상관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corr(𝑢𝑢𝑖𝑖,𝑋𝑋) = 0. 

 

(𝑦𝑦𝑖𝑖𝑖𝑖 − 𝜃𝜃𝑖𝑖𝑦𝑦�𝑖𝑖) = 𝛼𝛼(1 − 𝜃𝜃𝑖𝑖) + 𝛽𝛽(𝑥𝑥𝑖𝑖𝑖𝑖 − 𝜃𝜃𝑖𝑖�̅�𝑥𝑖𝑖) + 𝑢𝑢𝑖𝑖(1 − 𝜃𝜃𝑖𝑖) + (𝑒𝑒𝑖𝑖𝑖𝑖 − 𝜃𝜃𝑖𝑖�̅�𝑒𝑖𝑖) 

𝜃𝜃𝑖𝑖 = 1 −�
𝜎𝜎𝐹𝐹𝐹𝐹2

𝐿𝐿𝑖𝑖𝜎𝜎𝐵𝐵𝐹𝐹2
= 1 −�

𝜎𝜎𝑒𝑒2

𝐿𝐿𝑖𝑖𝜎𝜎𝑢𝑢2 + 𝜎𝜎𝑒𝑒2
 

 

임의로 주어지는 𝑢𝑢𝑖𝑖의 값은 0 ≤ 𝜃𝜃𝑖𝑖 ≤ 1 사이에 있는 𝜃𝜃𝑖𝑖에 의해 결정된다. 극단적

으로 𝜎𝜎𝑢𝑢2 = 0이면, 𝜃𝜃𝑖𝑖 = 0  이 되고 위의 식은 합동(Pooled) OLS 식인 𝑦𝑦𝑖𝑖𝑖𝑖 = 𝛼𝛼 +

𝛽𝛽𝑥𝑥𝑖𝑖𝑖𝑖 + 𝑢𝑢𝑖𝑖 + 𝑒𝑒𝑖𝑖𝑖𝑖 으로 수렴하게 된다. 또한 극단적으로 𝜎𝜎𝑢𝑢2이 매우 커지게 되면, 𝜃𝜃𝑖𝑖 = 1 

이 되어 관측치의 평균값을 감안한 (𝑦𝑦𝑖𝑖𝑖𝑖 − 𝑦𝑦�𝑖𝑖) = 𝛽𝛽(𝑥𝑥𝑖𝑖𝑖𝑖 − �̅�𝑥𝑖𝑖) + (𝑒𝑒𝑖𝑖𝑖𝑖 − �̅�𝑒𝑖𝑖) 고정 효과 모

형의 식으로 수렴하게 된다. 

 

3) 일반화최소제곱(GLS, Generalized Least Square) 모형 

일반화최소제곱 모형의 추정량이 선형최소제곱 모형의 추정량보다 효율적이라

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최소제곱 모형은 선형최소제곱의 기본 가정

인 이분산성이나 자기 상관성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대체하고 보정하여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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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형으로 적용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전통적인 패널 데이터 모델인 고정효

과모형, 임의효과모형 외에 일반화최소제곱 모형도 살펴보도록 한다. 

 

제 2 절 검정 방법 

 

1) 내생성 검정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 중 하나인 독립변수와 오차의 독립성,  cov(𝑒𝑒𝑖𝑖, 𝑥𝑥𝑖𝑖) = 0 ,은 

보통 외생성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cov(𝑒𝑒𝑖𝑖, 𝑥𝑥𝑖𝑖) ≠ 0 은 내생성이라 부르며 패널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검정을 해야할 항목 중 하나이다. 내생성 검정 방법 중 하나

로 본 연구에서는 하우즈만 검정법(Hausman test)을 사용한다. 하우즈만 검정법은 

보편적인 내생성 검정방법임과 동시에 패널데이터의 모형인 고정 효과 모형과 임의 

효과 모형 간 어느 모형을 사용할 지 판단을 내려주기 때문이다. 하우즈만 검정법

의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다. 

 

𝐻𝐻0 ∶  𝑉𝑉𝐶𝐶𝑐𝑐(𝑥𝑥𝑖𝑖𝑖𝑖 ,𝑢𝑢𝑖𝑖) = 0 

 

이 귀무가설의 직접적인 뜻은 패널 모형 내의 독립변수와 오차는 독립적, 즉 

외생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고정 효과 모형과 임의 효과 모형 중 어떤 

모형을 사용할지에 판단에 대한 이 귀무가설은 두 모형 간의 회귀계수의 차이에 유

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 시키지 못하면 독립

변수와 오차의 독립성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함께, 고정 효과 모형과 임의 효과 모

형의 회귀 계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뜻한다. 임의 효과 모형이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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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모형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검정 결과는 임

의 효과 모형을 선택하게 만든다. 이는 임의 효과 모형이 𝑢𝑢𝑖𝑖가 독립변수들과 상관 

없다고 보는 가정과 일치한다.  

이와 반대로, 귀무가설을 기각 시키게 되면 독립변수와 오차의 독립성이 존재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함께, 두 모형 간 회귀 계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

을 뜻한다. 고정 효과 모형이 임의 효과 모형보다 불편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

을 고려했을 때, 이 검정 결과는 고정 효과 모형을 선택하게 만든다. 이는 고정 효

과 모형에서 이미 𝑢𝑢𝑖𝑖가 독립변수들과 상관되어 있다고 보는 가정과 일치한다.  

 

2) 이분산성 검정 

두 번째로 검정해야 할 사항은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 중 하나인 오차항 간 등

분산성이다,  var(𝑒𝑒𝑖𝑖) = 𝛿𝛿2 . 모든 오차항의 분산은 같아야 하지만 패널데이터에서는 

분산이 같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하는 항목이다. 이분산성 

검정에서도 여러가지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변형된 왈드 검정(Modified Wald test)

을 이용한다. 다음은 이분산성 검정의 귀무가설이다. 

 

𝐻𝐻0 ∶  𝑐𝑐𝐶𝐶𝑟𝑟(𝑒𝑒𝑖𝑖) = 𝜎𝜎2 𝑓𝑓𝐶𝐶𝑟𝑟 𝐶𝐶𝑎𝑎𝑎𝑎 𝑖𝑖 

 

이 귀무가설이 기각되면 패널 개체간 이분산성이 존재하고 기각되지 않으면 등

분산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산성이 존재하게 되면 

추가적인 데이터 검토나 이분산성 존재를 고려한 모델을 고려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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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상관 검정  

패널데이터에서 자기상관이란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주어진 특정 시점에서 

개체(지역)들 간의 나타나는 동시적 상관성(contemporaneous correlation)과 특정 

개체 내에서 서로 다른 시점 간에 나타나는 시계열적 상관성(serial correlation)이

다. 정상적인 OLS라면 없는 것이 맞다. 기본적인 가정은 오차항들이 서로 독립적, 

자기상관이 없어야 한다, cov�𝑒𝑒𝑖𝑖𝑖𝑖, 𝑒𝑒𝑗𝑗𝑗𝑗� = 0 [𝐼𝐼𝐼𝐼𝐼𝐼]. 하지만 본 검정에서 다른 점이 있

다면, 다음과 같이 귀무가설이 반대로 고려된다.  

 

𝐻𝐻0 ∶  𝑉𝑉𝐶𝐶𝑐𝑐�𝑒𝑒𝑖𝑖𝑖𝑖 , 𝑒𝑒𝑗𝑗𝑗𝑗� ≠ 0,𝑓𝑓𝐶𝐶𝑟𝑟 𝑖𝑖 ≠ 𝑗𝑗 & t ≠ s 

 

이 귀무가설은 기각이 되어야 정상 가정이 되므로, 기각을 못할 시에는 자기상

관이 존재하게 되며 이분산성 검정과 같이 해당 문제를 고려한 모델을 고려해봐야 

한다.  

 

4) 패널 단위근 검정 

선행연구를 비추어 봤을 때 패널 데이터의 시계열적 기간이 10년이 넘었음에

도 자기상관성을 고려 안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데이터(거시 패널데이

터)는 시계열의 기간에 비해 관찰하는 지역의 개수가 세 곳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보통 시계열이 길어지면 시점 간 상관성이 발생할 가능성

이 높아지지만 이론적 가정상 평균, 분산, 두 시점의 공분산이 시간(t)에 의존하지 

않고 일정해야 한다. 그 반대의 경우 시계열의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하며 이 문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이용한다. 패널 단위근 검정은 일반적인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 단위근 검정과 다를바가 없으며 시계열 모형과 유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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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1) 모형(1차 자기상관 모형)을 설정하도록 한다. 𝑦𝑦𝑖𝑖𝑖𝑖는 비정상 시계열이지만 1

차 차분한 ∆𝑦𝑦𝑖𝑖𝑖𝑖는 정상적 시계열로 보는 것이다. 

 

𝑦𝑦𝑖𝑖𝑖𝑖 = 𝛼𝛼𝑖𝑖 + 𝜌𝜌𝑖𝑖𝑦𝑦𝑖𝑖𝑖𝑖−1 + 𝑒𝑒𝑖𝑖𝑖𝑖 

∆𝑦𝑦𝑖𝑖𝑖𝑖 = 𝛼𝛼𝑖𝑖 + (𝜌𝜌𝑖𝑖 − 1)𝑦𝑦𝑖𝑖𝑖𝑖−1 + 𝑒𝑒𝑖𝑖𝑖𝑖 

 

위 식에 의한 귀무가설은 개체간 요소(i)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다. 귀무가설은 

‘단위근이 존재한다’ 이며 기각하지 못할 경우 비정상적 시계열로 간주하여 공적분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𝐻𝐻0 ∶  𝜌𝜌𝑖𝑖 − 1 = 𝛾𝛾𝑖𝑖 = 0 𝑓𝑓𝐶𝐶𝑟𝑟 𝐶𝐶𝑎𝑎𝑎𝑎 𝑖𝑖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단위근 검정인 ADF(Augmented Dicky-Fuller) 검정

에서 개체간 요소를 고려한 Im, Pearson and Shin (2003; 이하 IPS) 검정을 이용하

기로 한다. 

 

5) 패널 공적분 검정 

공적분 검정은 회귀모형의 비정상적 종속변수와 설명변수의 장기적 균형관계가 

존재하는지 검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변수 간 장기적 균형 관계가 존재한다면 단기

적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더라도 장기적 균형상태로 수렴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019, 민인식 최필선). 이것은 두 변수가 시계열 의존적이지 않다는 것을 내포하

고 있으며, 공적분 관계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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𝑦𝑦𝑖𝑖𝑖𝑖 = 𝛽𝛽𝑖𝑖𝑥𝑥𝑖𝑖𝑖𝑖 + 𝛾𝛾𝑖𝑖𝑧𝑧𝑖𝑖𝑖𝑖 + 𝑒𝑒𝑖𝑖𝑖𝑖 

 

상기 식에서 𝑥𝑥𝑖𝑖𝑖𝑖는 개체(i)에서 비정상적 I(1) 시계열 시리즈(1차 차분 정상 시

계열)이다. 𝛽𝛽𝑖𝑖는 개체(i)의 공적분 벡터이며 𝑧𝑧𝑖𝑖𝑖𝑖 = 1이면 전형적인 고정효과 모형이면

서 동시에 이질적인 기울기 모수(𝛽𝛽𝑖𝑖)를 가정한 모형이 된다. 

 

𝐻𝐻0 ∶ 𝑦𝑦𝑖𝑖𝑖𝑖와 𝑥𝑥𝑖𝑖𝑖𝑖는 공적분 관계가 없다. 

 

상기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통계적으로 공적분 관계(장기적 균형 관계)에 있다

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Kao 공적분 내에 ADF 방법의 대립가설(𝐻𝐻𝐴𝐴 )은 

‘모든 패널데이터에서 공적분이 존재하다’ 이다. 

 

제 4 장 데이터 및 기술 통계  

 

제 1 절 데이터 

본 연구를 위해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회사로부터 국내 업무 권역 별 

모델링에 필요한 변수인 업무 권역별 자본환원율, 평균임대료를 참고하였다. 업무 

권역의 오피스 표본들은 자산의 가치가 크고 시장에 영향력 있는 지표가 될 수 있

는 프라임급 오피스로 구성되었다. 그 이유는 오피스 빌딩들은 일반 서비스나 재화

와 다르게 요구 자본이 거대하여 거래가 빈번하지 않음으로 한 번의 거래 사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표본들의 시장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거시경제지표인 

GDP, 10년 국고채 금리와 M2 통화 통화량은 한국은행 통계시스템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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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은 본 연구에서 계량모델 변수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간략한 소

개와 출처이다. 

[표 1] 데이터 설명 
데이터 설명 출처 

Cap. Rate 평균 유효 임대료에서 평균 매각가를 나눈 값 CBRE Korea 
LTI 무위험이자율, 10년 국고채 금리 한국 은행 

GDP 명목 GDP 한국 은행 

M2(광의통화) 통화 및 유동성 지표로서 협의통화(M1)에 추가
로 정기예적금 등 2년 미만의 금융상품을 포함. 한국 은행 

NOI 순운영수익, 평균 유효 임대료 CBRE Korea 
Vac. rate 평균 공실률 CBRE Korea 

Cos 기업체 수 열린데이터광장 
Wks 종사자 수 열린데이터광장 

 

1) 자본환원율 (Capitalization rate)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본 환원율(Capitalization Rate)라는 개념을 수익률

로 많이 혼용해서 쓰는데 일반적인 수익률의 개념과는 다르다.  

 

자본환원율(Capitalization rate) =  
순운용수익 (𝑁𝑁𝑒𝑒𝑟𝑟 𝑁𝑁𝐶𝐶𝑒𝑒𝑟𝑟𝐶𝐶𝑟𝑟𝑖𝑖𝑂𝑂𝑂𝑂 𝐼𝐼𝑂𝑂𝑉𝑉𝐶𝐶𝐼𝐼𝑒𝑒)
자산의 가치 (𝐼𝐼𝑖𝑖𝑊𝑊𝐶𝐶𝐶𝐶𝑊𝑊𝑖𝑖𝑟𝑟𝑖𝑖𝐶𝐶𝑂𝑂 𝐶𝐶𝑟𝑟𝑖𝑖𝑉𝑉𝑒𝑒)

 

 

본 연구에서 자본 환원율은 일종의 수익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소득 수익률이

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자본환원율이 낮아진다는 뜻은 

단순히 투자 대비 수익이 낮아진다고 보기 보다는 자산의 가치가 순운용수익 대비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순운용수익(NOI)을 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실률이 

0%이고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는 잠재 운용수익(Potential Gross Income)에서 공실

률과 손실(Loss&Vacancy)을 감안한 유효 운용수익(Effective Gross Income)을 구

하게 된다. 유효 운용수익에서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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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비용(Operating Expenses, OPEX)을 차감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순운용수익을 

구할 수 있다.  

 

[그림 1] 업무 권역별 평균 자본환원율 

 
 

CBRE Korea 의 자료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의 자본환원율은 분기별 평균 임

대료만을 고려한 NOI에서 매각할 때 평가된 평균 자산의 가치를 나누어서 구하게 

되었다. [그림 1]은 업무 권역별로 분기별 자본환원율 추이를 나타내었으며 기간은 

2009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이다. 자본환원율의 추이가 지속적으로 감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무위험 이자율 (Risk-free rate) 

상업용 부동산 자본환원율 결정요인 선행연구들에서 필수적인 설명 요소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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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이자율인데, McDonald and Dermisi (2008)는 국고채의 기간이 길면 자본 이익

과 손실이 발생하고 기대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을수록 

위험이 없다고 단정지었다. 다만, 앞선 연구는 시장의 분포가 국제적이고 단기 국고

채 이자율 데이터가 완벽히 확보되어 있어 단기 국고채 이자율을 이용하였다.  

 

[그림 2] 기준금리와 10년 국고채 금리 추이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무위험 이자율을 대리 변수인 장기 국고채 금

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사용한다. Hollies 

(2007)에서도 장기 국고채 금리가 무위험 이자율로 간주되고 자본환원율과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를 무위험 이자율의 대리변수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한다. 

 [그림2]는 최근 15년간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와 한국 10년 국고채 금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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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8년을 기점으로 거의 6년간 0% 대

를 머물렀지만 한국의 경우 미국에 비해 기준금리가 서서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기준금리와 10년 국고채 금리와의 스프레드는 2012년 2분기에 아주 

낮아졌지만 그 이후 2016년 3분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스프레드를 유지해오고 있

다. 보통 무위험 이자율은 부동산 자본환원율과 추이를 비교하여 투자 가능성의 유

무를 대략적으로 보기 위한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다. 

 

3)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 총생산을 나타내는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영토 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의 합이다. 한 나라 국민 소득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지표이다.  

 

[그림 3] 국내 GDP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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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는 한 나라의 경제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대리 

지표라고 할 수 있다.[그림3]은 국내 명목, 실질 GDP 현황을 보여준다. GDP의 종

류에는 명목 GDP와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한 실질 GDP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M2 통화량이 유동성 기준 지표로 사용됨과 동시에 명목 수치로 사용될 것이기 때

문에 이에 상응하는 명목 GDP를 사용한다. 또한 명목 GDP는 국가경제의 규모나 

구조를 나타낼 때 활용되기 때문에 M2 통화량 규모(유동성)의 상대적인 유동성 가

능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Chervachidze et al., 2009). 

 

4) M2 통화량 

모든 실물거래에는 이에 상응하는 자금거래가 반드시 수반되므로 자금 거래의 

수단인 통화량의 변화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통화정책에 의해 규모

가 변화하는 유동성은 어떤 자산을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지

를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중의 유동성 증가는 흔히 통화량의 증가로 표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요구불예금과 현금으로 이루어진 M1(협의통화)에 정기예금을 

합한 M2(광의통화)통화량을 유동성의 지표의 요소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론 세계에

서 예금을 수탁하는 은행은 단 하나의 금융 중개인이며 그들의 부채를 측정하는 전

통적인 통화 집합체(M2)는 재무제표의 종합적 크기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금융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단기 부채에 의해 금융 조달을 받는 

장기적이고 비유동적인 자산을 유지하고 있다 (Adrian and Shin, 2009). 이 점에서 

부동산 투자의 기구(vehicle)가 되는 펀드와 리츠 설정 기간(보통 5년)과 투자 모집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도 기인한다. 결국, 통화정책과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는 통

화량은 유동성에 영향을 끼쳐 투자 유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2년 

미만의 금융상품을 다루고 있는 M2 통화량을 유동성 지표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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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그림 4] 국내 주요 통화금융지표 추이 

 
 

이러한 통화지표의 종류는 평잔-말잔, 원계열-계절조정계열이라는 기준 하에 

총 4가지가 존재하게 된다. 여기서 평잔은 매월 중 모든 날의 잔액을 평균한 금액

을 의미하며 말잔은 매월 중 말일의 잔액 만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적

절한 추이를 살펴보고 싶다면 특정 날 하루를 보는 것보다 전체 해당 기간의 평균

을 살펴보는 평잔이 적합하다. 또한 시계열자료는 계절적 변화나 사회적 관습 및 

제도 등에 따라 1년을 주기로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단기적 변동을 겪는

다. 그렇기 때문에 원계열보다는 계절조정계열을 사용하여 반복적인 특정 변수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잔-계절조정 M2 통화량 데이

터를 사용한다. [그림4]는 국내 주요 통화금융지표 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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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동성갭률 (Money gap ratio, M2/GDP) 

유동성갭률은 통화 지표를 명목 GDP로 나눈 값이며 마샬의 K(Marshallian K)

와 화폐유통속도와 의미를 같이한다. 이 변수를 본 연구에서 유동성의 대리 변수로 

활용하도록 한다. 유동성갭률은 상업용 부동산, 주택 시장 연구에서 유동성 변수의 

대리 지표로 많이 활용되었으며 앞선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되었다. 

 

[그림 5] 유동성갭률 추이 

 
 

M2통화량과 GDP로 이루어진 유동성갭률은 두 요소의 추이를 반영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서서히 증가하던 

유동성갭률은 2017년 3분기 잠시 하락 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 3분기 이전까지 GDP의 분기별 평균 성장률은 1.42%, 이후 분기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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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은 0.37%로 줄어들었다. 반면, M2의 2017년 3분기 이전까지 분기별 평균 

성장률은 1.55%, 이후 분기별 평균 성장률은 1.73%로 증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

로 [그림5]의 유동성갭률은 2017년 3분기 이전까지 분기별 평균 성장률은 0.14%

였지만 이후 분기별 평균 성장률은 1.37%로 눈에 띄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M2 통화량과 GDP의 스프레드를 알아본 결과, 2017년 3분기 이전

까지 분기별 평균 성장률이 1.58%에서 이후 분기별 평균 성장률이 2.03%라는 것

을 확인하였다. 

 

6) 평균 임대료 

본 연구에서 평균 임대료는 평균 유효 임대료(average effective rent)를 의미

한다. 또한 대부분의 시장 보고서에서 실질 임대료라고도 언급하긴 하지만 경제지

표에서의 실질(Real), 명목(Nominal) 용어와 구분하기 위해 유효 임대료로 명명한

다. 유효 임대료의 정의는 각 오피스 빌딩의 무상임대기간(Rent free)과 임대인을 

위한 내부리모델링 기간(Tenure Improvement) 등을 고려한 임대료를 뜻한다.  

여기서 무상임대기간이란 오피스 빌딩의 소유주가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한 영

업 행위 중에 하나로서 월 임대료를 유지하는 대신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기간

(월 단위)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는 기간을 말한다. 월 임대료를 낮추게 되면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리모델링 기간

은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임대하고 임차인의 컨셉에 맞게 내부 공사를 하는 기간으

로 이 또한 실제 임대기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월 유효임대료는 다음과 같은 식

으로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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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임대료(𝐸𝐸𝑓𝑓𝑓𝑓𝑒𝑒𝑉𝑉𝑟𝑟𝑖𝑖𝑐𝑐𝑒𝑒 𝑟𝑟𝑒𝑒𝑂𝑂𝑟𝑟) =
표면임대료× (12개월− 𝑅𝑅𝑒𝑒𝑂𝑂𝑟𝑟 𝑓𝑓𝑟𝑟𝑒𝑒𝑒𝑒기간− 𝐿𝐿𝐼𝐼기간)

12
 

 

업무 권역별 평균 유효 임대료 추이는 [그림 6]와 같으며 CBD가 가장 높고 

그 다음 GBD, YBD 순인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기간은 2009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 까지며 10년동안 크게 급격한 변화는 없으나 권역 별로 임대료의 수준 차이

가 확연히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업무 권역별 유효 임대료 수준 

 
 

7) 공실률 

업무 권역별 평균 공실률이다. 본 연구에서 공실률이란,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 

내에서 총 임대 가능한 면적 대비 실제로 임대하고 있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따

라서 업무 권역별 프라임급 오피스빌딩의 총 임대 가능한 면적은 다르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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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률은 각 업무 권역별로 상대적인 값들의 평균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실

률 변수는 변수들 중 가장 변동률이 심하다. 새로운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이 완공

되면 총 임대가능 면적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임차인을 구하지 않았다

면 완공 시기를 기점으로 공실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후 임차인들이 확보되어 

빌딩 운영의 안정화가 되면 공실률 변화의 폭도 다소 작아진다. 

 

[그림 7] 업무 권역별 공실률 수준 

 
 

업무 권역별 공실률 수준은 [그림 7]과 같으며 GBD의 공실률이 오랜 기간 동

안 안정적으로 가장 낮으며, CBD, YBD수준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 기간에 

걸쳐 몇몇 분기가 공실률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높아지는 시기가 발생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의 갑작스런 공급이나 대규모 임차인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 빠져나가거나 채워지는 것으로 인한 업무 권역의 지엽적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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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률 수치 변동에 대해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8)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또한 지역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 경제 지표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업

체 수와 종사자 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림 8] 업무 권역별 사업체 수 

 
 

CBD의 경우, 종로구의 사직동, 종로1∙2∙3동과 중구의 소공동, 회현동, 명동, 을

지로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6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었다. GBD의 경우, 강남구의 

삼성1동, 삼성2동, 대치4동, 역삼1동, 역삼2동, 대치2동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6개

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었다. YBD의 경우, 영등포구의 여의동 1개 행정구역만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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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림 8]에서 보듯이, CBD, GBD, YBD 순으로 사업체 수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GBD만이 눈에 띄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지역이 2011년

부터 201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 미미한 감소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사업체 수의 규모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오피스 

빌딩의 공급 현황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은 사업체의 수요

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많은 규모의 흡수 면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업무권

역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그림 9] 업무 권역별 종사자 수 

 
 

[그림 9]은 종사자 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업체 수 추이와 업무 권역별 

수치의 수준 면에 있어서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CBD와 GBD의 수

준 차이가 사업체 수 보다는 작으며 YBD는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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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무권역에서 2014년부터 2015년 기간에 증가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여지

며 이후에는 하락 추세를 겪은 후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순 해

당 권역의 종사자 수 와 사업체 수를 비교하기엔 업무 권역이 똑같은 면적에 똑같

은 곳에 위치한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사업체 규모, 즉 종사자 수 / 사업체 수로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림 10] 업무 권역별 사업체 규모 

 
 

[그림 10]의 사업체 규모를 보게 되면 앞선 종사자 수, 사업체 수와는 전혀 다

른 추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업무 권역별 수준이 사업체 규모로 

바뀌며 차이가 줄어들었으며 오히려 사업체 규모는 YBD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차례로 GBD, CBD 순으로 낮아졌다. 이 연구에서 YBD의 대상 지역은 행

정동 하나라서 양적인 측면에선 낮아 보이지만 사업체 규모를 통해 본 현실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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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율에서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CBD의 종사자 수가 사업체 수에 비

해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체 수에 비해 종사자 수에서 CBD

와 GBD의 수준 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았을 때도 GBD가 CBD보다 사업체 규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제 2 절 기술 통계 

각 변수들을 나타낼 데이터들의 기간은 2009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총 11년간, 세 개 업무 권역별로 조사하여 총 132개의 관측치를 살펴본다.  

 

[표 2] 연구 모델 변수 기술 통계량 

 
유효임대료의 분기 성장률인(NOI(QOQ)) 독립변수의 경우, 2008년 4분기의 유

효 임대료 데이터가 제한되어 2009년 1분기의 성장률을 도출할 수 없었다. 또한 

자본환원율(Cap.rate) 종속변수의 경우, 2019년 4분기의 매각시 평가된 평균 자산

가치 데이터가 제한되어 도출해 내지 못했다. 따라서 실제로 연구 모델에 쓰인 관

측치는 126개이다. 하지만 기간 도중 생략되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정

        Variables 
Description 

Cap. 
Rate 

LTI 
(10yrs) M2/GDP NOI 

(QOQ) 
Vacancy 

Rate 
Wks/Cos 
(QOQ) 

Observations 126 126 126 126 126 126 
Mean .034 .031 5.240 -.001 .087 .000 

Std. Dev. .005 .011 .272 .014 .044 .015 
Min .028 .014 4.920 -.092 .010 -.030 
Max .049 .054 5.948 .030 .168 .031 
P25 .029 .022 5.025 -.006 .047 -0.027 

Median .033 .030 5.174 .001 .090 .000 
P75 .038 .039 5.436 .007 .123 .030 

Skewness .601 .472 .830 -2.448 -.002 .246 
Kurtosis 2.391 2.134 2.847 17.341 1.824 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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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패널 데이터를 구축 할 수 있었다. [표2]는 본 연구 모델에 쓰인 변수들의 기

술 통계량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 지표를 이용한 무위험수익률인 10년 국고채 금리를 

나타내는 LTI-10yrs 변수, 유동성 대리 지표로 유동성갭률을 나타내는 M2/GDP 

변수가 사용되었다. 또한 지역 특성 중 나타내는 유효 임대료 분기 성장률인 

NOI(QOQ) 변수, 공실률을 나타내는 공실률(Vacancy rate) 변수, 종사자 수와 사업

체 수를 이용해 구한 사업체 규모 분기 성장률인 Wks/Cos(QOQ) 변수가 사용되었

다. 위 변수들이 업무 권역별 부동산 자본환원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 

사항이며 유동성 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한다. 유동성갭률의 경우 명목 

GDP를 사용하였다. 국가경제의 규모나 구조를 주로 설명하는 명목 GDP의 규모 대

비 M2 통화량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큰지에 따라 잠재 유동성 가능성으

로 보았다. 임대료 성장률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왜도(Skewness)가 0에 가깝

고 첨도(Kurtosis)가 2에 가까움으로 안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이 변수의 경우, 수

치가 높지만 정규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 기간에 걸친 자본환원율

의 평균은 0.034이며, 최소값, 최대값, 중간값과 비교했을 때 값의 차이가 크지 않

다. 하지만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인 0.021을 통해 표준편차 수준에서 변동이 있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5 장 실증 분석 및 연구 결과 

 

제 1 절 상관관계 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분석 결과를 통해 각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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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인 자본환원율과 나머지 독립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10년 국고채 금

리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였다. 지속적

인 기준 금리의 하락은 10년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각종 금융 

비용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증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오피스 자산의 가치

를 증가시켜 자본환원율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동성갭률은 자본

환원율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였다. 10

년 국고채 금리와는 반대로 유동성갭률이 증가하게 되면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오피스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켜 자본환원율을 하락 시킨다는 것을 뜻

한다. 각 업무 권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임대료 성장률과 사업체 규모 성장률은 각

각유의미하지 않은 음(-)의 상관관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공실률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본 연구에서 예상하는 지역변수로서의 역할

과 일치하였다. 

 

 [표 3] 피어슨 상관계수 결과 
Variables  1 2 3 4 5 6 

Yield 1 1.000      
LTI-10yrs 2 0.890*** 1.000     
M2/GDP 3 -0.776*** -0.794*** 1.000    

NOI(QOQ) 4 -0.120 -0.086 0.150* 1.000   
Vac. Rate 5 -0.470*** -0.463*** 0.375*** -0.056 1.000  

Wks/Cos(QOQ) 6 0.079 0.065 -0.298*** 0.141 -0.297*** 1.000 
* p<0.10, ** p<0.05, *** p<0.01 

 

제 2 절 패널 데이터 분석 모형 결정 검증 

지속적인 저금리로 인해 풍부해지는 유동성이 각 업무 권역별 오피스 자본환원

율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자본환원율이 유동성에 대한 

탄력성이 서로 다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실증분석을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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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패널 데이터 분석을 하기로 했으며 계량 모형은 다음과 같다. 

 

𝐶𝐶𝐶𝐶𝐶𝐶. 𝑟𝑟𝐶𝐶𝑟𝑟𝑒𝑒𝑖𝑖𝑖𝑖 = 𝛼𝛼𝑖𝑖 + 𝛽𝛽1𝐿𝐿𝐿𝐿𝐼𝐼𝑖𝑖 + 𝛽𝛽2
𝑀𝑀2
𝐺𝐺𝐼𝐼𝐺𝐺𝑖𝑖

+ 𝛽𝛽3𝑁𝑁𝑁𝑁𝐼𝐼𝑖𝑖𝑖𝑖 + 𝛽𝛽4𝑉𝑉𝐶𝐶𝑉𝑉.𝑅𝑅𝐶𝐶𝑟𝑟𝑒𝑒𝑖𝑖𝑖𝑖 + 𝛽𝛽5
𝑊𝑊𝑊𝑊𝑊𝑊
𝐶𝐶𝐶𝐶𝑊𝑊 𝑖𝑖𝑖𝑖

+ 𝜀𝜀𝑖𝑖𝑖𝑖 

 

이미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에서 10년 국고채 금리, 유동성갭률, 공실률 변수들

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본 연구에서 예측했던 방향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패널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검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어떤 패널 데이터 모형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동시에 OLS의 중요 기본 가정인 내생성, 자기상관성, 이분산성을 

검증한다. 대부분의 부동산 자본환원율 연구에서는 패널 데이터 분석 모형 중 고정

효과 모형이 선택되는데 그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보고 추가적으로 GLS모형을 보기

로 한다. 보통 패널 데이터 분석 모형은 합동OLS 모형, 고정효과모형, 임의효과모

형이 존재하고 세 모형 중 하나의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세 종류의 검정을 

하게 된다. 

 

1) 고정효과모형 및 F-검정 결과 

패널데이터분석에서 F-검정은 합동OLS 모형과 고정효과모형 간 어떤 것이 더 

적합한 모형인지 파악하는데 쓰인다. F-검정을 하기에 앞서 고정효과모형 조건 하

에 패널 데이터 분석을 해야함으로 [표 4]를 보면서 고정효과모형 결과에 대해 분

석해 보기로 한다. 총 126개의 패널 데이터 관측치와 3개의 패널 데이터 개체가 

존재한다. 고정효과모형의 경우, 서울시 업무 권역 간(개체 간) 오차항의 고유값(𝑢𝑢𝑖𝑖)

을 고정된 모수로 가정하여 독립변수들과 상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고정효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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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𝑢𝑢𝑖𝑖를 추정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이를 통제할 수 있다. 

 

[표 4] 고정효과 모형 및 F-검정 결과 

Number of OBS Obs per group: R-sq: 

126 Min = 42 within = .821 

Number of groups Avg = 42 between = .937 

3 Max = 42 overall = .806 

𝑉𝑉𝐶𝐶𝑟𝑟𝑟𝑟(𝑥𝑥𝑖𝑖𝑖𝑖 ,𝑢𝑢𝑖𝑖) = -.016 F(5,118) = 108.230 

 Prob > F = .000 

Yield Coef. Std. Err. t P>|t| [95% Conf. Interval] 
LTI-10yrs .320*** .033 9.60 .000 .255 .387 
M2/GDP -.004** .001 -3.120 .002 -.007 -.002 

NOI(QOQ) -.011 .015 -.740 .463 -.041 .019 
Vac. Rate .001 .007 -.120 .908 -.014 .013 

Wks/Cos(QOQ) -.021 .016 -1.370 .173 -.052 .010 
Constant .046*** .008 5.760 .000 .030 .062 

Sigma u, (𝜎𝜎�𝑢𝑢) .00082633 

Sigma e, (𝜎𝜎�𝑒𝑒) .00220106 

Rho, (ρ) .12353144 (fraction of variance due to 𝑢𝑢𝑖𝑖) 

F test that all 𝑢𝑢𝑖𝑖 = 0 : F(2,118) = 3.80 Prob > F = 0.0251 

* p<0.10, ** p<0.05, *** p<0.01 
 

[표 4]에 𝑉𝑉𝐶𝐶𝑟𝑟𝑟𝑟(𝑥𝑥𝑖𝑖𝑖𝑖 ,𝑢𝑢𝑖𝑖) = −.016은 독립변수와 각 업무 권역간 오차항의 고유값

과 독립적이라는 OLS의 가정과 반하는 수치를 나타낸다. 하지만, 이 값이 0이 아

니어서 독립적이지 않더라도 이미 고정효과모형에서는 𝑢𝑢𝑖𝑖가 이미 통제되어 있기 때

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R-square 값의 경우 고정효과모형이기 때문에 개체내

(within) R-square 값을 봐야 하고 그 값은 .821이 나와 본 고정효과모형의 설명력

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다. 10년 국고채 금리의 경우, 유의수준 1% 내에서 양

(+)의 계수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본 연구에서 유동성갭률

(M2/GDP)은 유의수준 1% 내에 음(-)의 계수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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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따라서 거시경제 지표들에 의한 변수들은 모두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때와 

일치하는 방향의 계수가 나왔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각 업무 권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분기별 임대료 성장률, 공실률, 분기별 사업체 규모 성장률과 같은 

미시적 특성을 띄고 있는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패널 데이터 분석에서는 총 오차(𝜀𝜀𝑖𝑖𝑖𝑖)는 개체 특성을 뜻하는 𝑢𝑢𝑖𝑖와 고유 오차를 

뜻하는 𝑒𝑒𝑖𝑖𝑖𝑖로 나눠진다. [표 4]에 나오는 Sigma u와 Sigma e는 𝑢𝑢𝑖𝑖와 𝑒𝑒𝑖𝑖𝑖𝑖의 표준편차

를 나타내는 수치다. 따라서, ρ =  𝜎𝜎�𝑢𝑢2

𝜎𝜎�𝑢𝑢2+𝜎𝜎�𝑒𝑒2
 뜻하는 Rho는 오차항 전체의 분산 중에서 

𝑢𝑢𝑖𝑖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본 결과에서는 12.4%의 비율이 나왔다. 합동OLS모형

과 고정효과모형의 적합성을 가리 위한 F-검정의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다. 

 

𝐻𝐻0 ∶  𝑢𝑢𝑖𝑖 = 0,𝑓𝑓𝐶𝐶𝑟𝑟 𝐶𝐶𝑎𝑎𝑎𝑎 𝑖𝑖 

 

이 귀무가설을 기각 시키지 못하게 되면 업무 권역간 개체 특성을 나타내는 𝑢𝑢𝑖𝑖

의 의미가 없어지게 때문에 업무 권역간 고유 속성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합동OLS모형이 적합하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귀무가설이 기각 되면 𝑢𝑢𝑖𝑖가 업무 권

역간 고유 속성을 가지게 되어 개체 고유속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는 고정

효과모형이 적합하다는 뜻이며 본 연구에서는 F-검정의 귀무가설을 기각시켰기 때

문에 합동OLS모형 보다는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 임의효과모형 및 브로쉬-페간 LM 검정 결과  

패널데이터분석에서 브로쉬-페간 LM 검정은 합동OLS모형과 임의효과모형 간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파악하는데 쓰인다. 브로쉬-페간 LM검정을 하려면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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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모형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효과모형의 결과를 분석 후 검정 결과에 대

해 살펴보기로 한다.  

 

[표 5] 임의효과모형 결과 

Number of OBS Obs per group: R-sq: 

126 Min = 42 within = .817 

Number of groups Avg = 42 between = .709 

3 Max = 42 overall = .812 

𝑉𝑉𝐶𝐶𝑟𝑟𝑟𝑟(𝑥𝑥𝑖𝑖𝑖𝑖 ,𝑢𝑢𝑖𝑖) = 0     (assumed) Wald chi2(4)   = 518.760 
 Prob > F = .000 

Yield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LTI-10yrs .306*** .033 9.140 .000 .240 .371 
M2/GDP -.004** .001 -2.940 .003 -.007 -.001 

NOI(QOQ) -.010 .015 -.660 .511 -.040 .020 
Vac. Rate -.011 .005 -1.950 .051 -.021 .000 

Wks/Cos(QOQ) -.018 .016 -1.120 .262 -.049 .013 
Constant .046*** .008 5.700 .000 .030 .062 

sigma_u, (𝜎𝜎�𝑢𝑢) 0 
sigma_e, (𝜎𝜎�𝑒𝑒) .00220106 

Rho, (ρ) 0 (fraction of variance due to 𝑢𝑢𝑖𝑖) 
* p<0.10, ** p<0.05, *** p<0.01 

 

고정효과모형 분석 시와 마찬가지로 패널 데이터 관측치와 개체수는 같다. 임

의효과모형의 경우, 𝑢𝑢𝑖𝑖를 임의로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𝑢𝑢𝑖𝑖가 독립변수들

과 상관이 되어있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이 가정은 임의효과모형에 BLUE(Best 

Linear Unbiased Estimator)의 힘을 실어준다. [표 5]를 보게 되면, 𝑉𝑉𝐶𝐶𝑟𝑟𝑟𝑟(𝑥𝑥𝑖𝑖𝑖𝑖 ,𝑢𝑢𝑖𝑖) = 0

을 통해 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임의효과모형에선 R-square 값이 의미가 없다. 

10년 국고채 금리의 경우, 유의수준 1% 내에서 양(+)의 계수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냈다. 유동성갭률도 유의수준 1% 수준에서 음(-)의 계수를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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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었다. 그 외에 업무 권역별 특성을 나타내는 분기별 

임대료 성장률과 공실률 변수, 분기별 사업체 규모 성장률의 계수는 모두 음(-) 방

향성을 나타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브로쉬-페간 LM 검정은 합동OLS모형과 임의교과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

합한지 판단하는 검정이며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다. 

 

𝐻𝐻0 ∶  𝑐𝑐𝐶𝐶𝑟𝑟(𝑢𝑢𝑖𝑖) = 𝜎𝜎𝑢𝑢2 = 0 

 

임의효과모형에서는 각 업무 권역 패널 개체 간 𝑢𝑢𝑖𝑖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𝑢𝑢𝑖𝑖가 

임의로 주어진다고 가정하는 모델이다. 본 검정의 귀무가설은 업무 권역 패널 개체 

간 이질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𝜃𝜃𝑖𝑖 = 0을 뜻한다. 즉 패널 데이터 분석의 

식이 합동OLS모형으로 수렴하는 것이다.  [표 6]의 결과는 검정의 귀무가설을 기

각했으며 이는 업무 권역 패널 개체간 이질성이 존재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𝜃𝜃𝑖𝑖 ≠ 0

을 뜻한다. 결국, 이 검정에서는 합동OLS모형 보다는 임의효과모형이 적합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표 6] 브로쉬-페간 LM 검정 결과 

 Var Std. Dev. = √𝑉𝑉𝐶𝐶𝑟𝑟 

Yield .0000259 .0050905 
e 4.84e-06 .0022011 
u 0 0 

BP-LM test that var(𝑢𝑢𝑖𝑖) = 0 : chibar2(01)=0.00 Prob > chibar2 = 1.000 
 

3) 하우즈만 검정 결과 및 패널 모형 비교 

패널 데이터 분석에서 하우즈만 검정은 고정효과모델과 임의효과모델 간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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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이 적합한지 판정해주는 검정이다. 하우즈만 검정을 하기 위해선 두 모델의 계

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우스만 검정에서 

필수적인 결과는 효율적 추정치(임의효과모형)와 비효율적 추정치(고정효과모형)의 

공분산 간에 차이가 0이라는 것에 기인한다 (Greene, 2012). 따라서 아래와 같은 

귀무가설이 형성되고 식의 결과에 따라 p값이 구해진다. 이 값이 귀무가설 기각의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   

 

𝐻𝐻0 ∶두 모델간 회귀계수의 차이는 체계적이지 않다. 

𝐻𝐻𝐶𝐶𝑢𝑢𝑊𝑊𝐼𝐼𝐶𝐶𝑂𝑂 =
�̂�𝛽𝐹𝐹𝐹𝐹 − �̂�𝛽𝑅𝑅𝐹𝐹

�𝑉𝑉𝐶𝐶𝑟𝑟��̂�𝛽𝐹𝐹𝐹𝐹� − 𝑉𝑉𝐶𝐶𝑟𝑟(�̂�𝛽𝑅𝑅𝐹𝐹)
 

 

하우즈만 검정 결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두 회귀 계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다. 임의효과모형의 추정치가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치와 차이가 있다

는 의미이다. 또한 하우즈만 검정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생성 검정도 동시에 

되기 때문에 이는 𝑉𝑉𝐶𝐶𝑐𝑐(𝑥𝑥𝑖𝑖𝑖𝑖 ,𝑢𝑢𝑖𝑖) ≠ 0을 뜻한다.  두 모델 회귀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불편성을 가진 고정효과모형이 효율성을 가진 임의효과모형

에 대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하우즈만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형이 임의효과모형보다 적합하다는 결

과가 나오게 되었으며 앞선 F-검정, 브로쉬-페간 LM 검정을 종합해 봤을 때 최종

적인 패널 데이터모형은 고정효과모형이라는 것을 보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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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하우스만 검정 결과 

Variables 
Coefficients Difference S.E. 

𝛽𝛽�𝐹𝐹𝐸𝐸 𝛽𝛽�𝑅𝑅𝐸𝐸 𝛽𝛽�𝐹𝐹𝐸𝐸 − 𝛽𝛽�𝑅𝑅𝐸𝐸 �𝑉𝑉𝐶𝐶𝑟𝑟�𝛽𝛽�𝐹𝐹𝐸𝐸� − 𝑉𝑉𝐶𝐶𝑟𝑟(𝛽𝛽�𝑅𝑅𝐸𝐸  
LTI-10yrs .321 .306 .015 .007 
M2/GDP -.004 -.004 -.000 .000 

NOI(QOQ) -.011 -.010 -.001 .001 
Vac. Rate .001 -.011 .010 .004 

Wks/Cos(QOQ) -.021 -.018 -.004 .002 
Test that Difference in coefficients not systematic : Chi(2)=7.27 Prob > chi2 = 0.0264 
 

채택된 고정효과모형의 계수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다

른 모든 독립변수가 고정일 때, 10년 국고채 금리가 1단위 변화하면 자본환원율은 

평균적으로 1단위의 0.321만큼 양(+)의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1%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유동성갭률은 1단위 변화하면 자본환원율은 평균적으로 1단

위의 -0.004만큼 음(-)의 방향으로 변화하며 1%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다.  

임대료 성장률이 1단위 변화하면 자본환원율은 평균적으로 1단위의 0.011만큼 

음(-)의 방향으로 변화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공실률이 1단위 변화하

면 자본환원율은 평균적으로 1단위의 0.001만큼 음(-)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10%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사업체 규모는 1단위 변화하면 자본환

원율은 평균적으로 1단위의 0.021만큼 음(-)의 방향으로 변화하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패널 데이터 업무 권역별 개체간 이분산성 검정3을 통해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들이 등분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패널개체 간 

                                           
3 𝐻𝐻0 ∶  𝑐𝑐𝐶𝐶𝑟𝑟(𝑒𝑒𝑖𝑖) = 𝜎𝜎2 𝑓𝑓𝐶𝐶𝑟𝑟 𝐶𝐶𝑎𝑎𝑎𝑎 𝑖𝑖 에 대한 귀무가설을 가지는 이분산성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검정통계량인 p값이 

0.01보다 큰 0.853이 나오게 되어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귀무가설을 기각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패널 개체간 등분산성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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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성인 동시적상관성 4과 패널개체 내 상관성인 시계열상관성 5이 존재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자기상관성의 존재를 고려한 분석방법을 시도해 보

도록 한다. 

[표 8] 패널 데이터 분석 모형별 결과 

Variable 
Pooled OLS model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Coefficient t-stat Coefficient t-stat Coefficient. z 
LTI-10yrs .306*** 9.140 .321*** 9.600 .306*** 9.140 
M2/GDP -.004*** -2.940 -.004*** -3.120 -.004*** -2.940 

NOI(QOQ) -.010 -.660 -.011 -.740 -.010 -.660 
Vac. Rate -.011* -1.950 -.001 -.120 -.011* -1.950 

Wks/Cos(QOQ) -.018 -1.120 -.021 -1.370 -.018 -1.120 
Constant .046*** 5.700 .046*** 5.760 .046*** 5.700 

R-squared .812 0.821 - 
* p<0.10, ** p<0.05, *** p<0.01 

 

제 3 절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패널 데이터 분석 

검정 결과를 통해, 등분산성이며 자기상관성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IPS 단위근 

검정 6을 이용하여 종속변수인 자본환원율 변수, 독립변수인 10년 국고채 금리, 유

동성갭률 변수가 단위근이 존재하며 나머지 변수는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어서 Kao 공적분 검정의 ADF 검정법 7을 이용해 유의수준 5% 내에

                                           
4 𝐻𝐻0 ∶  𝑉𝑉𝐶𝐶𝑐𝑐�𝑒𝑒𝑖𝑖𝑖𝑖, 𝑒𝑒𝑗𝑗𝑖𝑖� ≠ 0, 𝑓𝑓𝐶𝐶𝑟𝑟 𝑖𝑖 ≠ 𝑗𝑗 에 대한 귀무가설을 가지는 동시적 상관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검정통계량인 p값

이 0.01보다 작은 0이 나오게 되어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패널 개체간 동시적 상관성

이 존재한다. 

5 𝐻𝐻0 ∶  𝜌𝜌 = 0 에 대한 귀무가설은 식 𝑒𝑒𝑖𝑖𝑖𝑖 = 𝜌𝜌𝑒𝑒𝑖𝑖𝑖𝑖−1 + 𝑐𝑐𝑖𝑖𝑖𝑖 인 패널 선형회귀모형에 대해 시계열적상관성이 존재하지 않

는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계열상관성 검정을 수행하여 검정통계량인 p값이 0.01보다 작은 0이 나오게 되어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패널 개체내 시계열상관성은 존재한다.  

6 𝐻𝐻0 ∶  모든 패널 그룹이 단위근을 가진다. 에 대한 귀무가설을 가지는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자본환원율

(0.258), 10년 국고채 금리(0.505), 유동성갭률(1) 변수에 대해 p값이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

었고 나머지 변수인, 임대료성장률(0), 공실률(0.006), 사업체규모(0.019)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현재 

모델은 단위근검정이 존재하여 공적분 검정을 해야한다. 

7 𝐻𝐻0 ∶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에 대한 귀무가설을 가지는 공적분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Augmented 

Dickey-Fuller t 검정법을 통해 p값이 0.05보다 작은 0.043이 나오게 되어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델은 모든 패널 그룹에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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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모든 패널 그룹에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한다’ 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따라서 시계열 특성을 고려한 2개의 검정을 거

쳐 자기상관성의 존재를 고려한 GLS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표 9] 패널 데이터 분석 GLS모형 결과 
Number of OBS 

126 Estimated covariances = 1 Wald 
chi2(4) = 138.35 

Number of groups 
3 

Estimate 
autocorreltions = 3 Prob>chi2 = .000 

Time periods 
42 Estimated coefficients = 6   

Yield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LTI-10yrs .264*** .038 7.020 .000 .195 .345 
M2/GDP -.003** .002 -1.960 .049 -.006 -.000 

NOI(QOQ) .011 .007 1.380 .168 -.004 .024 
Vac. Rate -.007 .005 -1.060 .290 -.015 .004 

Wks/Cos(QOQ) -.018 .012 -1.420 .156 -.042 .007 
Constant .044 .009 4.890 .000 .027 .062 

* p<0.10, ** p<0.05, *** p<0.01 
 

[표 9]는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GLS모형의 결과이며 고정효과모형에서의 결과

와 수치는 다르지만 거시경제 변수 계수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이 정확히 일치

했다. [표 9]의 결과에 따르면, 다른 모든 독립변수가 고정일 때, 10년 국고채 금리

가 1단위 변화하면 자본환원율은 평균적으로 1단위의 0.264만큼 양(+)의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1%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유동성갭률이 1단위 변화하

면 자본환원율은 평균적으로 1단위의 -0.003만큼 음(-)의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5%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임대료 성장률이 1단위 변화하면 자본환원율은 평균적으로 1단위의 0.011만큼 

양(+)의 방향으로 예상했던 방향과 일치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공실

률은 1단위 변화하면 자본환원율은 평균적으로 1단위의 0.007만큼 음(-)의 방향으

로 예상했던 방향과 일치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사업체 규모는 1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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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면 자본환원율은 평균적으로 1단위의 0.018만큼 음(-)의 방향으로 예상했던 

방향과 일치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전통적인 

패널 데이터 분석 기법인 고정효과모형과 자기상관성을 고려한 GLS모형의 결과가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GLS모형의 미시경제 변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못했지만 사업체 규모를 제외하고 예상했던 계수의 방향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 4 절 유동성 변수에 의한 권역별 자본환원율 탄력성 분석 

GLS모형 결과에서 거시 지표가 부동산 자본환원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연

구가설에서 예측했던 계수의 방향과 일치했고 미시 지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계수 방향성도 모두 일치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추가적으로 거시 지표 중 

하나인 유동성 변수가 각 업무 권역별 자본환원율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탄력

성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탄력성(Elasticity)이란 X(독립변수, 유동성 변수)의 변

화율에 대한 Y(종속변수, 자본환원율)의 변화율을 관찰하는 것이다. 그래프로는 회

귀분석 시 기울기로 나타나며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탄력성(Elasticity) =  
𝜕𝜕𝑦𝑦
𝜕𝜕𝑥𝑥

×
𝑥𝑥
𝑦𝑦

=

𝜕𝜕𝑦𝑦
𝑦𝑦
𝜕𝜕𝑥𝑥
𝑥𝑥

 

 

탄력성 분석은 로그 변환 방법 중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로그를 취하는 로

그-로그 모형(log-log model)을 이용한다 (Gujarati, 2009). 유동성 변수의 탄력성

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앞선 패널 데이터 모형에서 변수들을 자연로그(ln)로 바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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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모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각 지역에서의 자본환원율을 유동성 변수에 의한 

탄력성을 살펴보기 위해 업무 권역 더미 변수와 함께 상호작용항(
M2
GDP

×업무 권역

 𝑑𝑑𝑢𝑢𝐼𝐼𝐼𝐼𝑦𝑦 𝑐𝑐𝐶𝐶𝑟𝑟𝑖𝑖𝐶𝐶𝑣𝑣𝑎𝑎𝑒𝑒𝑊𝑊)을 독립변수로 추가하고 다른 변수들은 통제변수로써 역할을 한

다.  

상호작용항의 역할은 특정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다른 

독립변수가 갖는 값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독립변

수에 의해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고길곤, 2014). 또한 우리가 보고

자 하는 유동성 변수에 의한 각 업무 권역의 자본환원율의 탄력성은 상호작용항의 

계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아래는 일반적인 로그-로그 모형의 형태와 새롭게 탄

력성 분석을 위해 적용하는 GLS모형을 기반으로 한 패널 데이터 분석 모형이다. 

 

𝑌𝑌𝑖𝑖𝑖𝑖 = 𝛽𝛽1𝑋𝑋𝑖𝑖𝑖𝑖
𝛽𝛽2𝑒𝑒𝜀𝜀𝑖𝑖𝑖𝑖 

𝑎𝑎𝑂𝑂𝑌𝑌𝑖𝑖𝑖𝑖 = 𝑎𝑎𝑂𝑂𝛽𝛽1 + 𝛽𝛽2𝑎𝑎𝑂𝑂𝑋𝑋𝑖𝑖𝑖𝑖 + 𝜀𝜀𝑖𝑖𝑖𝑖 

 

𝐿𝐿𝑁𝑁 𝑀𝑀𝑁𝑁𝐼𝐼𝐸𝐸𝐿𝐿 ∶  

ln(𝑌𝑌𝑖𝑖𝑒𝑒𝑎𝑎𝑑𝑑𝑖𝑖𝑖𝑖) = 𝛼𝛼𝑖𝑖 + 𝛽𝛽1𝐿𝐿𝐿𝐿𝐼𝐼𝑖𝑖 + 𝛽𝛽2ln �
𝑀𝑀2
𝐺𝐺𝐼𝐼𝐺𝐺𝑖𝑖

� + 𝛽𝛽3𝑁𝑁𝑁𝑁𝐼𝐼𝑖𝑖𝑖𝑖 + 𝛽𝛽4𝑉𝑉𝐶𝐶𝑉𝑉.𝑅𝑅𝐶𝐶𝑟𝑟𝑒𝑒𝑖𝑖𝑖𝑖 + 𝛽𝛽5
𝑊𝑊𝑊𝑊𝑊𝑊
𝐶𝐶𝐶𝐶𝑊𝑊 𝑖𝑖𝑖𝑖

 

+𝛽𝛽6BDdummy𝑖𝑖 + Interaction term𝑖𝑖(
M2

GDP
× 𝑒𝑒𝐶𝐶𝑉𝑉ℎ 𝐶𝐶BD, GBD, YBD dummy) + 𝜀𝜀𝑖𝑖𝑖𝑖 

 

세 개의 업무 권역 더미변수를 나타낸 BDdummy는 개체(i)가 가지는 특수한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간 변화에 따른 변화 값만 존재하며, 상호작용항 또한 각

각 세 개 지역의 BDdummy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변화에 따른 변화 값만 존

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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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한다면 “다른 변수들이 일정할 때 혹은 다른 

변수들이 고정일 때”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회귀계수를 해석할 수 없다. 하지만 유

동성 변수와 CBD 업무 권역의 경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시경제 지표인 유동성 변수와 업무 권역을 나타내는 변수 간에 하

나의 지역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호작용항의 z-검정결과는 검

정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상호작용의 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Aguinis & Gottfredson, 2010). 

 

[표 10] 유동성 변수에 따른 업무 권역별 자본환원율 탄력성 결과 
Yield 

(ln model) Coef. Std. Err. z P>|z| [95% Conf. Interval] 

M2/GDP -.563*** .230 -2.450 .014 -1.013 -.113 
CBD (Const.) -2.647*** .405 -6.530 .000 -3.440 -1.853 
Interaction term       
GBD .012 .021 .566 .566 -.029 .053 
YBD .005 .024 .845 .845 -.043 .052 

* p<0.10, ** p<0.05, *** p<0.01 
 

세 개의 업무 권역 자본환원율을 관찰했기 때문에 [표 10]에 나온 것처럼 

CBD는 기준집단으로써 회귀식의 절편에 해당하는 계수를 갖게 되었고 GBD, YBD

의 경우 상호작용항을 통해 계수 값이 도출되어 ln(M2/GDP) 모형의 계수와 합산되

어 세 개의 지역 자본환원율 회귀식은 절편은 같지만 기울기가 달라지는 형태로 도

출되었다. 또한 유동성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은 세 개의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통계 값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 값에서는 생략하였다. 하기 식은 

[표 10]의 회귀식 절편과 유동성 변수의 계수를 통해 표현하였다. 

 

ln (𝑌𝑌𝑖𝑖𝑒𝑒𝑎𝑎𝑑𝑑𝐶𝐶𝐵𝐵𝐶𝐶) = −2.647 + (−0.563) 𝑎𝑎𝑂𝑂 �
𝑀𝑀2
𝐺𝐺𝐼𝐼𝐺𝐺

� → −𝟎𝟎.𝟓𝟓𝟓𝟓𝟓𝟓 𝑎𝑎𝑂𝑂 �
𝑀𝑀2
𝐺𝐺𝐼𝐼𝐺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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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𝑌𝑌𝑖𝑖𝑒𝑒𝑎𝑎𝑑𝑑𝐺𝐺𝐵𝐵𝐶𝐶) = −2.647 + (−0.563) 𝑎𝑎𝑂𝑂 �
𝑀𝑀2
𝐺𝐺𝐼𝐼𝐺𝐺

� + (0.012) 𝑎𝑎𝑂𝑂 �
𝑀𝑀2
𝐺𝐺𝐼𝐼𝐺𝐺

� → −𝟎𝟎.𝟓𝟓𝟓𝟓𝟓𝟓 𝑎𝑎𝑂𝑂 �
𝑀𝑀2
𝐺𝐺𝐼𝐼𝐺𝐺

� 

ln(𝑌𝑌𝑖𝑖𝑒𝑒𝑎𝑎𝑑𝑑𝑌𝑌𝐵𝐵𝐶𝐶) = −2.647 + (−0.563) 𝑎𝑎𝑂𝑂 �
𝑀𝑀2
𝐺𝐺𝐼𝐼𝐺𝐺

� + (0.005) 𝑎𝑎𝑂𝑂 �
𝑀𝑀2
𝐺𝐺𝐼𝐼𝐺𝐺

� → −𝟎𝟎.𝟓𝟓𝟓𝟓𝟓𝟓 𝑎𝑎𝑂𝑂 �
𝑀𝑀2
𝐺𝐺𝐼𝐼𝐺𝐺

� 

 

로그-로그 모형의 장점은 탄력성 분석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변수의 척도

(size effect)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의 식을 탄력성의 관점에

서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동성 변수( 𝑎𝑎𝑂𝑂 � 𝑀𝑀2
𝐺𝐺𝐶𝐶𝐺𝐺

� )가 1% 변화하게 되면, 

ln (𝑌𝑌𝑖𝑖𝑒𝑒𝑎𝑎𝑑𝑑𝐶𝐶𝐵𝐵𝐶𝐶) 는 (-0.563)% 변화하고, ln (𝑌𝑌𝑖𝑖𝑒𝑒𝑎𝑎𝑑𝑑𝐺𝐺𝐵𝐵𝐶𝐶) 는 (-0.551)% 변화하며, 

ln (𝑌𝑌𝑖𝑖𝑒𝑒𝑎𝑎𝑑𝑑𝑌𝑌𝐵𝐵𝐶𝐶)는 (-0.558)%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CBD > YBD > GBD 순으로 탄력

성의 크기를 갖게 된다. 하지만 수치의 절대적인 값이 작아 각 권역별 유동성갭률

에 의한 탄력성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제 6 장 결론 및 시사점 

2008년 금융위기 전후로 5% 대에서 급격히 금리가 낮아졌다. 아직까지 금리는 

3% 수준을 넘지 않았으며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9

년 당시 2.00%, 4.88%를 각각 기록한 국내 기준금리와 10년 국고채 금리는 10년

이 지난 2019년 말 기준 1.25%, 1.66%를 각각 기록하게 되었다. 10년 만에 각각

75bp, 320bp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저금리 기조와 금융불안정성은 투

자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찾게 만들었다. 그 결과 대체투자 자산 중 하나인 상업

용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산 확대 경향이 간접투자기구 중 하나인 부동산 펀드의 순

자산 규모 증가를 통해 포착되었다. 2009년 8조 9천억원이었던 부동산 펀드의 순자

산 규모는 2019년 말 기준 100조원을 달성하게 되었으며 10년 만에 1029.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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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을 보였다. 

본 연구는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와 함께 부동산 펀드의 순자산총액이 증가하는 

현상에 착안하였다. 추가적으로 관련 대표적인 정책인 ‘공모형 부동산 간접투자 활

성화 방안(2019)’을 통해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음을 

참조하였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거시 환경을 통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시

장에서 저금리로 인한 금융시장 유동성이 대상 지역 자본환원율에 영향을 끼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대상지역은 대한민국의 주요 프라임급 오피스가 집중되어 있는 

시장인 서울 내 CBD, GBD, YBD 권역이다. 또한 금융 유동성에 의한 자본환원율 

탄력성 크기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저금리 기조에 의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세 개의 

주요 오피스 권역인 CBD, GBD YBD의 자본환원율 추이를 살펴보았다. 2009년 기

준 각각 4.64%, 4.80%, 3.79%의 자본환원율을 보였다. 모든 권역에 걸쳐 자본환원

율의 추이는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9년 말 기준 각각 2.83%, 2.96%, 2.94% 수준

으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각 권역간 스프레드는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10년 국고채도 4.88%에서 1.40%로 하락하며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저금리 기조가 부동산 자본환원율의 추이와 비슷하게 움직임을 확인하였다. 

세 개의 권역을 11년의 기간 동안 살펴보기 위해 패널 데이터 분석을 이용했

으며 결과적으로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하였다. 하지만 관찰 시점의 시계열에 비해 

관찰 지역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자기상관성 검정을 하게 되었고, 이를 감안한 

추가적인 GLS모형의 결과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두 모형의 통계적 결과는 큰 

틀에서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상한대로 거시경제 변수 중 10년 국고채 금리 

변수는 자본환원율과 양(+)의 관계를 이루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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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동성갭률도 자본환원율과 음(-)의 관계를 이루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 결

과를 얻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째, 10년 국고채가 

하락하고 유동성갭률이 증가함에 따라 금리와 자본환원율과의 스프레드가 커져 투

자 가능 자본의 규모가 커진 것이다. 둘 째, 이 환경에서 오피스에 투자하기 위한 

투자자의 가능한 자금 조달 규모가 커지게 되고 오피스 가치의 증가 폭이 이전보다 

커지게 된 것이다. 이는 부동산 자본환원율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친다. 셋 째, 금리

가 하락할수록 투자 활동 시 금융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투자를 활성화 시

킬 뿐 아니라 유동성을 증대 시키는 효과가 있다. 두 가지 거시경제 지표의 이러한 

방향성은 예상 방향성과 일치했지만, 오피스 투자 시장에서 권역 특성을 나타내는 

임대료 분기 성장률 및 공실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권역의 오피

스 잠재수요로 볼 수 있는 사업체 규모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국내 오피스 시장의 자본환원율은 통계적으로 각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미시

적인 변수들 보다 전 지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시 변수의 특징과 영향력

이 더 큰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Kim et al.(2019) 의 결과가 증가하는 유

동성이 아시아-태평양 주요 도시의 오피스 자본환원율에 음(-)의 영향을 미쳤던 것

과 같이, 본 연구 결과도 국내 오피스 자본환원율이 유동성 증가에 대해 같은 움직

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동성의 증가는 상업용 부동산 자산 수익에 양(+)

의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부동산 자본환원율에 음(-)의 영향력을 

끼친 것이다.  

앞선 거시경제 지표들이 각 권역별 자본환원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

한 후 각 지역별 오피스 자본환원율의 유동성갭률에 대한 탄력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탄력성의 크기는 CBD > YBD > GBD 순으로 나타났으며 탄력성의 방향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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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음(-)의 방향으로 유동성 지표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BD와 YBD는 탄력성의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았지만 근소하게 CBD(-

0.563%)가 YBD(-0.558%)를 앞섰고 그 외 GBD(-0.551%) 는 나머지 두 권역과 

탄력성의 크기 면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따지면 CBD와 YBD가 0.5bp, YBD와 GBD가 0.7bp 차이로 세 권

역간 탄력성의 크기는 미미하였고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탄력성 실

증분석 또한 앞선 결과와 같이 거시 경제 변수에 의한 영향력이 지역 시장의 특성

보다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주택시장과는 다르게 기관 투자자들이 주요 투자

자이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들과 집단만이 투자하기 수월하다. 이들의 투자 사례를 

살펴보면 결국 특정 지역 시장만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개 주요 권역에 모두 

투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풍부한 유동성에 의해 서울 내 주요 오피

스 권역의 동조화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째, 앞

서 언급한 것처럼 각 권역의 자본환원율 스프레드가 줄어들고 수렴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유동성의 증가를 암시한다. 둘 째, 금융 유동성과 같은 거시적 금융 요소의 

영향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그 기관 

투자자들이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의 주요 투자자들이다. 결론적으로 투자 결정 시 

권역 특성인 임대료, 공실률 등의 수치를 검토 하겠지만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달 가능한 자본의 규모8와 자본을 조달할 때 비

용으로 환산될 수 있는 금리인 것이다. 

                                           
8 자본의 규모가 클수록, 부동산 자산을 매각 시의 자본이익(Capital gain)의 수익을 차지하는 부분이 커질 가능성

이 높다. 이는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 시에 주로 참고하는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의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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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국내

에서 금융 유동성과 상업용 부동산 자본환원율에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거시적 금융 요소인 10년 국고채, 유동성갭률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예상외로 각 권역의 특성 요소인 임대료성장률, 공

실률, 사업체 규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점은 고정효과모형, GLS모

형뿐 아니라 탄력성 분석에서도 나타났으며 연구의 의미 있는 발견이며 동시에 권

역이 차별화 되지 못한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입각한다면 금

융 유동성에 의해 모든 권역이 영향을 받는 것은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권역 특

성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 영향력이 미미하고 거시 금융 요소의 영향력이 더 강

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세 개 권역이 금융 유동성에 의해 동조화 현상이 발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지는 연구에서 각 지역별 조사 대상이었던 모든 오피

스 빌딩의 상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 낸다면 훨씬 의미 있는 연구로 

이어질 것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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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the impact of financial liquidity caused by long-term low 

interest rate to the capitalization rate of office market. Using the money gap as financial liquidity 

variable, the panel data analysis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money gap and capitalization 

rate on each main business district in Seoul, Center business district (CBD), Gangnam Business 

District (GBD), and Yeouido Business District (YBD). Also, this study have done the analysis 

of elasticity on each main business district. 

With the low interest rate trend from 2008, net amount of money in domestic real estate fund 

has been increasing whereas capitalization rate has been decreasing. So this study is motivated 

to analyze whether investment market of commercial real estate has been affected by low interest 

rate trend or not. The target assets are prime class office buildings in CBD, GBD, YBD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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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located in Seoul, Republic Of Korea. The observing time period is 2009 to 2019 by quarterly 

and analysis method is panel data analysis. 

The findings suggest that macroeconomic factors, Long-term interest rate(LTI) and Money 

gap (M2/GDP, monetary liquidity),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microeconomic factors, such 

as rent, vacancy rate, and the size of the business on each business district are no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commercial real estate industry, the value of assets is affected by ample 

financial liquidity. It is normally financed by huge amount of capital when investors try to buy 

the assets. By additional analyzing the elasticity of capitalization rate on each main district 

affected by financial liquidity, the elasticity on each business districts i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Reflecting this result, we have confirmed again that microeconomic factors which present local 

characteristic have weak power to the capitalization rate. 

These results are caused by the fact that the investors in commercial real estate industry are 

institutional investors. So they have much financial liquidity by using financial macroeconomic 

trend, the low interest rate trend. They usually do not focus only one business district compared 

to residential real estate investors and individual investors. They continuously find the assets 

which is able to make high IRR or yield and doesn’t sort out by location of business district in 

Seoul. This phenomenon appears to make coupling effect of CBD, GBD, YBD because of ample 

financial liquidity. 

 

 

 

Key words : Commercial real estate, Office, Capitalization rate, Macro economy, Low 

interest rate, Liquidity, Money gap ratio, Panel dat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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