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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시장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저금리 기조, 그리

고 여타의 금융투자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

을 제공해 왔던 상업용 부동산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의 기초자산으로서 

비교적 위험수준이 낮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공급해온 오

피스 빌딩 및 소매용 부동산 시장은 투자자들의 관심및 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들 시장 내에서 효율

적 균형가격의 형성여부와 투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시장의 

위험과 수익률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들의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의

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정보들 중 하나로서 시장체계가 유발

하는 위험인 체계적 위험과 임대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운영

수익의 지표인 자본환원율(Capitalization Rate, 이하 “Cap 

Rate”와 혼용)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

은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거래빈도가 낮고 가치산정에 있

어서도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자본환원율은 

시장상황의 판단과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로도 폭

넓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시장이 유발하는 

위험과 수익률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는 중요하게 다루

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투자의 위험을 수반하는 자

본자산의 기대수익률을 나타내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 이하 CAPM)을 바탕

으로 서울의 오피스 빌딩 시장 및 소매용 부동산 시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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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환원율을 이용한 시장 효율성과 CAPM의 검증

체계적 위험과 자본환원율 간의 관계와 효율성1)을 실증적으

로 규명함으로써 시장참여자들의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에 대

한 종합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투자를 위한 정보

와 시사점들을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에 위치한 오피스 빌

딩 시장의 대표적 권역인 강남권(GBD: Gangnam Business 

District), 여의도·마포권(YBD: Yeouido Business District), 

도심권(CBD: Central Business District) 그리고 기타권역

이며 소매용 부동산 시장은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보

고서에서 분류한 권역인 강남권(GBD: Gangnam Business 

District), 신촌·마포권(SBD: Shinchon Business District), 

도심권(CBD: Central Business District) 그리고 기타권역으

로 총 8개의 권역이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 1/4분기부터 2015년 

3/4분기까지의 27분기이며, 분석 자료는 국토교통부와 한

국감정원에서 조사한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서울시의 오피스 빌딩과 소매용 부동산 자산의 분기

에 따른 권역별 소득수익률 자료를 사용하였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Korea Appraisal 

Board, 2009 1Q∼2015년 3Q). 이 소득수익률은 평가가격

에 기초한 자본환원율로서, 각 분기별 순영업소득(NOI: Net 

Operating Income)을 분기초의 자산평가가격으로 나누어 산

정하며 소득수익률과 부동산 매매에 따른 수익률인 자본수익

률을 합한 투자수익률2)과는 구분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

정원에서 조사한 분기별 소득수익률은 실거래가격에 기초한 

자본환원율과 함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대표하는 평균적인 

자본환원율의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이다(Lee & Lee, 2012).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위험상태 하에서 자본자

산의 가격평가모형인 CAPM을 바탕으로 서울의 오피스 빌

딩 및 소매용 부동산 시장의 체계적 위험과 자본환원율 간

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오피스 빌딩 및 소

매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각각의 시장 포트폴리오와 서울의 

권역별 오피스 빌딩 및 소매용 부동산 시장 간의 비교가 필

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각각의 전체 오피스 빌

딩 및 소매용 부동산 자산의 시장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증권

시장선(SML: Security Market Line, 이하 SML)을 구한 후, 

1)　시장에서특정자산의체계적위험(systematicrisk)에대한기대수

익률이양(+)의선형함수(PositiveLinearFunction)형태를지닌

다면,즉체계적위험이증가할수록높은수익률을제공한다면이

자산은효율적이다(Fama&MacBeth,1973).

2)　투자수익률=소득수익률(NOI/V0)+자본수익률(V1-V0/V0).여기

서,NOI는순영업수입,V0는분기초자산가액,그리고V1은분기

말자산가액이다.

2) 서울의 권역별 오피스 빌딩 및 소매용 부동산 자산의 시장

자료를 사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 증권특성선(SCL: 

Security Characteristic Line, 이하 SCL)을 산정하여 시장

의 체계적 위험과 자본환원율 간의 관계를 도출하였으며, 3) 

자본환원율에 의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앞서 구한 전체 오피스 빌딩 시장 및 소매용 부동

산 시장의 증권시장선인 SML과 서울 권역별 오피스 빌딩 시

장 및 소매용 부동산시장의 증권특성선인 SCL로부터 도출

한 체계적 위험 - 자본환원율과의 관계를 Black, Jensen, & 

Scholes (1972)가 활용한 횡단면 검증법에 적용하여 분석하

였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2.1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시장에서 체계적 위험이 자본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상업용 부동산 시

장의 효율성을 파악한 선행연구들과 CAPM의 방법론을 부동

산 시장에 적용한 연구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선행연

구들에서 본 연구와 달리 CAPM에 기반하지는 않았으나 오

피스 빌딩 시장의 자본환원율을 바탕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검증한 연구들이 존재하고, 부동산 시장 중 토지 와 주택 그

리고 오피스 빌딩 시장의 투자수익율(자본수익율+소득수익

율)과 CAPM을 활용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규명한 연구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오피스빌딩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로써, Lee & 

Lee (2005)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 오피스빌딩 시장

의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산정한 자본환원율, 조소득승수, 그

리고 수정계수를 헤도닉 모형에 적용하여 오피스 빌딩의 특

성을 반영한 수정 자본환원율과 조소득승수를 실증적으로 도

출함으로써 오피스 빌딩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이후, Moon 

& Cho (2012)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과 분당 오피스

빌딩 시장의 자본환원율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무위험수익률

과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독립

변수로 정의한 후,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함으로

써 서울과 분당 오피스 시장의 위험프리미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의 오피스빌딩 시장에서 투자 시에는 개별 부

동산의 선정보다는 거시경제 예측을 통한 자산배분과 투자시

기의 결정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Min & Koh (2013)

는 서울의 권역별 오피스빌딩 시장의 임대현황 및 매매 자료

를 배당할인 및 임의보행모형 검정을 사용하여 오피스 빌딩

의 시장효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임의보행검정의 

시계열 및 패널분석, 그리고 배당할인모형검정의 시계열분석

은 효율성에서 기각되었고 배당할인모형검정의 패널분석에

서는 자본환원율이 사후적 수익률과 순영업소득 증가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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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의하게 설명되어 시장 효율성의 존재를 확인했다.

다음으로, CAPM에 기반한 국내 부동산 시장의 연구에 있

어, 여러 연구의 결과들이 CAPM이 성립되지 않음을 제시하

고 있다. 먼저, Shin (1993)은 토지시장의 CAPM 적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지가변동률을 사용하여 분석했으며 그 

결과 체계적 위험 β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만 

비체계적 위험도 지가변동률을 설명하는데 유의함을 제시하

였고 체계적 위험만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가설

을 기각해 CAPM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Ryu 

(1993)도 전국 지가변동률 자료를 바탕으로 시장 포트폴리오

를 구성하고 민감도 분석 및 회귀분석에 의해 체계적 위험이 

음(-)의 값을 지니고 있어 CAPM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혀냈

다. 이후, Kim (1998)은  지가변동률을 사용하여 체계적 위험

과 기대수익률 간 관계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위험-수익 

간의 관계가 비선형이라는 점과 위험프리미엄도 음(-)의 값

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CAPM이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

였다. 더불어, Kim & Kim (2006)은 전국 지가변동률을 토대

로 토지시장선(LML: Land Market Line)을 산정하고 지가변

동률 및 수익률의 관계를 파악하여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를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하는 성과를 보였다. 다음으로 주택시장

에 대한 CAPM의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먼저, Min (1999)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시장에서 CAPM을 바탕으로 투자위험 측

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종합주가지수와 주택가격지

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CAPM에 의한 기대수익률은 실

현수익률에 비해 낮은 예측력을 지녔고 체계적 위험은 양(+)

의 값을 지니고 있지만 유의성이 낮기 때문에 CAPM의 적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후에 Suh & Kim (2006)은 월별 

전국 주택가격지수를 토대로 CAPM의 적용 여부를 검증하

였고 그 결과, 주택 매매가격의 수익률에는 체계적 위험과 비

체계적 위험 모두가 영향을 미치고있으며 기대수익률과의 관

계가 선형 또는 비선형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CAPM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혀냈다. 하지만, Yoo, Lee & Son (2010)

은 서울 지역의 월별 개별 아파트의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하

위시장인 개별아파트의 체계적 위험과 초과수익률 간의 관

계가 통계적으로 선형에 가까워 서울의 개별 아파트 시장의 

경우에는 CAPM의 적용가능성과 함께 시사점들을 제시하였

다. 마지막으로 Park & Jun (2015b)은  2009년 1/4분기부터 

2014년 4/4분기까지의 서울 오피스 빌딩 3대 권역과 기타권

역의 투자수익률을 토대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 중 오피스빌

딩 시장에서 CAPM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검증결과, 3

대 권역(강남권, 마포·여의도권, 도심권)은 증권시장선과 증

권특성선이 통계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CAPM이 성립하지 않

음을 확인하였고 기타권역은 유의수준 5%에서 기각하지 않

음으로써 CAPM이 성립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최근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부동산 간접투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실증연구의 

중요성 역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시

장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한 CAPM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

분이 전술한 바대로 토지 및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

가 있었으며(Shin, 1993; Ryu, 1993; Kim, 1998; Min, 1999; 

Kim & Kim, 2006; Suh & Kim, 2006; Yoo, Lee, & Son, 

2010), 최근 들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중, 오피스 빌딩(Park 

& Jun, 2015b)과 소매용 부동산 자산(Park & Jun, 2016)의 

투자수익율(자본수익율+소득수익율)을 사용하여 CAPM의 

적용가능성 및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와는 연구의 분석 자료에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상

업용 부동산 시장의 자본환원율과 관련된 연구들은 결정요

인 분석에 치중되어 있으며,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이해와 체

계적 위험-자본환원율 간의 관계를 증명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그러므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자본환원율을 토대

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위험-수익 간의 관계를 확인한다

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이와 함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

와는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 사용한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

가 있다(Lee & Lee, 2005; Moon & Cho, 2012; Min & Koh, 

2013).

3. 이론적 고찰

3.1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 Capital 

Asset Pring Model)

CAPM은 Markowitz (1952)의 현대포트폴리오 이론에 기

초를 두고 있으며(Park & Jun, 2015a), 1960년대에 Sharpe 

(1964), Lintner (1965), 그리고 Mossin (1966)등의 연구자들

에 의해 투자자가 기대수익률-표준편차 관계 외의 모형을 토

대로 행동할 때 주가형성과 자본시장이 이루는 균형의 형태

에 초점을 두어 지금의 CAPM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의미

에서 CAPM은 불확실성 하에서 금융자산의 위험측정과 가

격결정을 설명하는 자본시장에서의 균형이론이다. 하지만, 

CAPM 이론의 개발 이래로 이 이론이 실제 자산가격의 움직

임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이

루어져 왔으나 최근까지도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

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만큼 실무에서 쉽

게 적용할 수 있는 자본자산가격결정이론이 드물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연구의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Yoo, Lee & 

Son, 2010). 더불어, 여타의 자본자산가격결정이론들의 경

우, 너무 많은 변수들을 필요로 하여 실제 자료를 얻기 어려

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에 적용하기 어려우나 CAP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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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로의 적용이 단순하고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장점 등을 

지니고 있다(Mullins, 1982).

이와 함께, CAPM의 적용에 있어 몇 가지 가정들이 필요

한데 이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의 투자자는 

위험회피적이며 위험은 투자수익률의 분산(혹은 표준편차)으

로 측정한다. 또한, 모든 투자자는 미래에 동일한 위험과 기

대치를 지니고 단일기간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무

위험자산의 존재에 따른 무위험이자율로 차입 또는 투자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거래비

용과 과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CAPM은 이러한 전제 하에서 

특정 자산의 기대수익률이 그 자산의 체계적 위험과 선형증

가의 함수관계를 지님을 의미하게 된다.

3.2 증권시장선(SML)과 증권특성선(SCL)

CAPM은 체계적 위험 β와 비체계적 위험의 합인 총 위

험 σ와 기대수익률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본시장선(CML: 

Capital Market Line), 체계적 위험과 기대수익률 간 관계를 

선형으로 나타내는 증권시장선인 SML, 그리고 사후적 β를 

추정하는 증권특성선 SCL등을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Jun, 2013).

자본시장선(CAPM)의 시장 포트폴리오는 자본시장의 모

든 위험자산으로 구성되며, CAPM의 가정에 의해서 투자자

는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에만 투자를 실행하게 된

다. 즉, 시장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에는 투자를 

실행하지 않아 시장에 존재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자본시장선

(SML)의 시장 포트폴리오가 완전한 분산투자가 이루어진 포

트폴리오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효율적이지 않은 포트폴리오

의 자산에 대한 위험-기대수익률 관계는 자본시장선(SML)

로부터 알 수 없으며 이는 증권시장선(SML)으로 설명할 수 

있다. SML은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 또는 개별 자산의 체

계적 위험 β와 기대수익률의 관계를 직선으로 나타낸다. 즉, 

SML에서는 균형시장 하에서 개별자산 η의 체계적 위험 βn이 

결정되면 기대수익률은 SML의 직선상에 놓이도록 자산 가

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은 자산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가격임을 의미하며 다음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

 : 시장 수익률,  : 자산 n의 수익률,  : 무위험수익률

식(1)의 는 시장에서 단위 위험당 기대수익률

의 증가율로 위험 프리미엄이다(Ross, Westerfield & Jaffe, 

2009). 또한, 식 (2)의 체계적 위험 은 자산 의 초과수익

률이 시장 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2)

: 시장과 자산  수익률간의 상관계수, 

 : 시장의 변동성,  : 자산 의 변동성

한편, SCL은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변화에 따른 개별 

자산 수익률의 변화정도를 나타낸다. 이는 체계적 위험 가 

사후적이라는 의미에서 SML과는 다르다. 즉, SCL은 독립

변수인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과 종속변수인 개별 자

산의 수익률 을 단순 회귀분석하고 사후적으로 시장 포트

폴리오와 개별 자산의 수익률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식 (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3)

 : 상수항,   : 자산 의 체계적 위험,  : 오차항

3.3 CAPM의 실증방법론

CAPM의 적용성 검증과 관련된 기존의 실증연구들 중에서 

Black et al. (1972) (이하 BJS) 및 Fama & MacBeth (1973) 

(이하 FM)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BJS는 그들의 연구에서 CAPM의 적용성 검증을 위해 두 

번의 회귀분석을 통해 증권시장선 SML을 검증하는 2단계 횡

단면검증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첫단계에서는 과거의 시장

자료들을 토대로 SCL을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각 주식 

혹은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 를 산정하고 두 번째 단계

에서는 이렇게 도출된 주식 또는 포트폴리오의 를 기반으로 

SML과 동일한 형식의 검증식을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행

한 후, 기존의 SML과 비교함으로써 CAPM의 적용성을 검증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현실의 시장을 반영하는 SCL이 증권시장선 SML

을 적절히 설명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

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와는 달리, FM은 의 CAPM적용성 검증과 관련된 연구

에서 자산의 체계적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가 양(+)의 선

형함수라면 이 자산은 효율적임을 정의하였다. 여기서, FM

은 BJS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전(前)기간에서 추정

된 위험변수를 통해 미래수익을 예측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또한 FM은 자산의 위험프리미엄이 와 선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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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지와 비체계적 위험에 의해 설명되어지는지를 검증한 

것도  BJS의 연구방법과는 구별된다.

4. 실증분석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CAPM연구들에서는 전체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획득을 위해서 KOSPI 200 및 500,  지

수펀드(Index Fund), 그리고 미국의 S&P 500 등 주요시장의 

종합주가지수를 많이 사용하지만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 중 오피스 빌딩 및 소매용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 흐

름을 파악하기 위해 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 보고서의 분

기별 전국(서울시, 6개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울산, 

그리고 광주), 8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

북, 경남, 그리고 제주)) 오피스 빌딩 및 소매용 부동산 시장

의 소득수익률을 시장 포트폴리오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Korea 

Appraisal Board, 2009 1Q∼2015년 3Q). 

또한, 무위험수익률로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91일물 양도

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의 유통수익률3)을 사

용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시간적 측정단

위가 각 분기로 91일물 CD 수익률의 측정기간과 비슷하고 무

위험이자율의 변화도 원활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Yoo, 

Lee & Son, 2010).

4.1 시장포트폴리오의 SML

본 연구에서는 시장포트폴리오의 SML도출을 위해 2009

년 1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전국 오피스 빌딩 

및 소매용 부동산 시장의 자본환원율인 소득수익률과 CD 91

일 단기 수익률을 무위험수익률로 사용하였다. 또한, 시장 포

트폴리오 의 소득 수익률과 무위험수익률의 차이로부터 분

기별 위험프리미엄인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을 산정하였으며, 

이 경우, 위험프리미엄의 평균값은 시장의 위험프리미엄으로 

오피스 빌딩 시장은 1.01%(전체 오피스시장의 평균 소득수

익율: 1.24%, 평균무위험수익률: 0.23%)이고 소매용 부동산 

시장은 0.95%(전체 소매용부동산시장의 평균 소득수익율: 

1.18%, 평균무위험수익률: 0.23%)이다.

4.2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권역별 오피스 빌딩 및 소매용 부동

산 시장 자료로부터 도출한 SCL을 토대로 분기별 체계적 위

험-초과자본환원율(위험프리미엄) 간의 관계를 추정하고자 

오피스 빌딩 시장의 GBD 권역, YBD 권역, CBD 권역, 그리

고 기타 권역과 소매용 부동산 시장의 GBD 권역, SBD 권역,  

3)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의자료를사용하

였음

CBD 권역, 그리고 기타 권역 소매용 부동산 자산의 소득수

익률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과정을 통해 산정하였다.

4.2.1   서울 권역별 오피스 빌딩 및 소매용 부동산 

시장의 기간별 증권특성선(SCL) 추정

서울의 권역별 오피스 빌딩 및 소매용 부동산 시장의 기

간별 SCL추정을 위하여 2009년 1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

지 총 27분기의 기간 동안 서울시내 오피스 빌딩의 4개 권역

(GBD, YBD , CBD , 그리고 기타 권역)과 소매용 부동산 4

개 권역(GBD, SBD, CBD, 그리고 기타권역)의 소득수익률

을 순차적으로 14개 분기씩 조합하여 13개의 포트폴리오 (

=1, 2, ..... , 12, 13)를 구성하고 각각의 에 대하여 식 (4)를 

토대로 각 오피스 빌딩 및 소매용 부동산 권역의 자본환원율 

를 동일기간의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인 에 회귀시켜 

분기별 체계적 위험 를 산정하였다. 

            -------- (4)

: 상수항,   : 의 평균 수익률,  : 오차항

서울 권역별 오피스 빌딩 및 소매용 부동산 시장의 체계

적위험과 분기별 초과 자본환원율의 관계 다음으로 의 분

기별 초과 자본환원율 산정을 위하여 각 ( = 1, 2, .... , 12, 

13)에  대해 분기별 평균 자본환원율 에서 동일기간의 무위

험수익률  를 차감하여 각 분기 초과 자본환원율인 위험프

리미엄을 산정하게 되며 이는 로 표현된다. 또한, 앞

서 도출한 기간별 의 체계적 위험 와 분기별 초과자본환

원율인 를 식(4)의 회귀분석식에 적용하여 의 분기별 

초과자본환원율과 체계적 위험 사이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

다.

           -------- (5)

     의 초과자본환원율(위험 프리미엄), 

: 상수항,   : 계수,   : 의 체계적 위험

4.2.2 시장 효율성과 CAPM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식 (5)과 같이 서울의 권역별 오피스 빌딩 

및 소매용 부동산 시장의 자료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바탕

으로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 와 분기초과자본환원율

(위험프리미엄)인 간의 관계가 양(+)의 기울기를 지

니면 시장의 효율성이 성립하고(Fama & MacBeth, 1973), 

전체 오피스 빌딩 및 소매용 부동산의 시장포트폴리오인 

CAPM과 앞서 도출한 서울 권역별 오피스 빌딩 및 소매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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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시장의 체계적 위험-분기초과자본환원율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의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하면 CAPM이 적용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Black, Jensen, & Scholes, 1972). 이를 위

해서 먼저, 시장 포트폴리오의 SML인 식 (1)과 서울 오피스 

빌딩 및 소매용 부동산 시장의 SCL로부터 산정한 체계적 위

험-분기초과자본환원율의 관계인 식 (5)는 동일해야 하므로 

식 (1)의 절편인  는 식 (5)의 와 통계적으로 동일하고, 식 

(1)과 식 (5)의 기울기인 E 와 도 서로 통계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술한 두 가지 조건을 결합하여 

가설로 설정하고 F-검정을 토대로 시장 포트폴리오의 SML

과 서울 오피스 빌딩 및 소매용 부동산 시장의 체계적 위험-

분기초과자본환원율식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규명하여 시장

의 효율성과 CAPM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4.3 서울 오피스 빌딩 및 소매용 부동산 시장의 

체계적 위험과 자본환원율과의 관계

먼저, 서울 오피스 빌딩 시장의 체계적 위험과 자본환원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GBD권역 오피스 빌딩 자산의 자료로

부터 구성한 13개 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 β는 0.761에서 

0.953 사이에 존재했으며,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은 0.937%에

서 1.067% 범위에 분포하였고(Table 1), GBD 권역의 SCL로

부터 추정된 체계적 위험과 분기초과자본환원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SCL로부터 추정된 실선(Fig. 

1)은 포트폴리오들의 체계적 위험 대비 분기초과자본환원율

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었다(R2 = 0.4274, t-통계량 = 3.1151, 

그리고  = 0.0082). 또한, 체계적 위험이 증가할수

록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이 증가하는 양(+)의 기울기를 지녀 

GBD 권역의 오피스빌딩 시장은 효율성(Fama & MacBeth, 

1973)을 지니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YBD 권역의 체계적 위험은 0.675에서 1.111, 그

리고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은 1.246%에서 1.485% 사이의 범

위에 존재하였으며(Table 1) 이는 YBD 권역의 오피스 빌딩 

시장은 YBD 권역의 오피스 빌딩 시장보다 체계적 위험은 낮

은 범위에 분포하였고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은 높은 범위에 분

포하고 있었다. YBD 권역 SCL의 검증결과(R2 = 0.6470, t-

통계량 = -4.8818, 그리고  =0.0003) 추정된 SCL

에 의한 실선은 통계적으로 체계적 위험과 분기 초과자본환

원율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었으나 기울기가 음(-)의 값

을 지녀 시장의 효율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Fig. 1). 다음으로 

CBD 권역의 경우 체계적 위험은 0.553에서 1.132, 그리고 분

Table 1. Portfolio’s“βand Excess Capitalization Rate”in Office Building Market (Quarterly) 

GBD YBD CBD Other District

β (%) β (%) β (%) β (%)

1 0.913 1.067 0.675 1.485 1.105 1.209 1.282 1.096

2 0.837 1.057 0.648 1.479 1.132 1.224 1.315 1.116

3 0.882 1.031 0.696 1.451 1.039 1.223 1.253 1.120

4 0.953 1.041 0.734 1.461 0.902 1.261 1.023 1.161

5 0.949 1.035 0.692 1.437 0.928 1.285 0.984 1.162

6 0.946 1.026 0.679 1.416 0.936 1.309 0.965 1.149

7 0.909 1.003 0.859 1.378 0.783 1.322 1.141 1.112

8 0.941 1.012 1.088 1.372 0.584 1.349 1.243 1.118

9 0.926 0.997 1.073 1.351 0.594 1.357 1.247 1.103

10 0.871 0.981 1.026 1.331 0.620 1.354 1.240 1.088

11 0.820 0.953 1.038 1.296 0.597 1.345 1.239 1.054

12 0.828 0.964 1.133 1.297 0.553 1.359 1.300 1.063

13 0.763 0.955 1.111 1.287 0.609 1.358 1.245 1.053

14 0.761 0.953 1.022 1.274 0.658 1.361 1.135 1.039

15 0.857 0.937 0.869 1.246 0.687 1.356 1.060 1.001

Fig. 1.  SML & Office Building Market’s SCL (Quarterly)

Table 2.   Statistical Validation Results of Office Building Market’s SCL

Office Building Market

GBD YBD CBD Other District

β(ex-post) 0.4227 -0.3462 -0.2609 -0.1264

t-statistic 3.1151 -4.8818 -11.3754 -1.2223

p-value 0.0082* 0.0003* 3.96E-08* 0.2433

R2
0.4274 0.6470 0.9087 0.1031

R2
0.3837 0.6199 0.9017 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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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자본환원율은 1.209%에서 1.359% 사이에 분포(Table 

1)하여 체계적 위험과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의 수준이 GBD 권

역과 YBD 권역 사이에 존재하였으며, CBD 권역의 SCL에 

의한 체계적 위험과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의 관계에 대한 통

계적 검증결과(R2 = 0.9087, t-통계량 = -11.3754, 그리고 

 = 3.96E-08)를 살펴보면 높은 설명력으로 체계적 

위험 대비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

었지만, CBD 권역 역시 음(-)의 기울기를 지녀 시장의 효율

성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기타 권역의 체계적 위

험은 0.965에서 1.315 범위에, 그리고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은 

1.001%에서 1.120% 사이에 존재하였고 기타 권역의 SCL로

부터 추정된 체계적 위험과 분기초과자본환원율 간의 결과를 

살펴보면 4개 권역 중에서 유일하게 99% 신뢰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낮은 설명력 뿐만 아니라 기울기

도 음(-)의 값을 지녀 시장의 효율성도 확인할 수 없었다. 더

불어, 서울 오피스 빌딩 시장의 경우, GBD 권역을 제외한 3

개 권역(YBD 권역, CBD 권역, 그리고 기타 권역) 시장에서  

체계적 위험대비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이 음(-)의 기울기를 

지녀 권역별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GBD 권역의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은 전체 오피스 빌딩 시장

의 자본환원율에 비해 낮았고 체계적 위험의 상승에 대한 분

기초과자본환원율의 상승률도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서울 소매용 부동산 시장에서 체계적 위험과 분

기초과자본환원율 간의 관계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GBD 권

역의 체계적 위험의 값은 0.598에서 0.873 사이에 존재했으

며,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은 0.731%에서 0.816% 범위에 분포

하였다(Table 3). 또한, GBD 권역의 SCL로부터 추정된 체계

적 위험과 분기초과자본환원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통계적

으로 유의하여 SCL로부터 추정된 실선(Fig. 2)이 포트폴리오

들의 체계적 위험 대비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을 적절히 나타내

고 있었다(R2 = 0.7722, t-통계량=6.6380, 그리고  

=1.62E-05). 더불어, 체계적 위험이 증가할수록 분기초과자

본환원율이 증가하는 양(+)의 기울기를 지녀 GBD 권역의 소

매용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임(Fama & MacBeth, 1973)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SBD 권역 소매용 부동산의 경우, 체계적 위험

이 0.491에서 0.720, 그리고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은 0.969%

에서 1.043%의 범위에서 존재하였고(Table 3), 이는 SBD 권

역의 소매용 부동산 시장이 GBD 권역의 소매용 부동산 시

장에 비해 체계적 위험은 더 낮은 범위에, 그리고 분기초과

자본환원율은 더욱 높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3.    Portfolio’s“β and Excess Capitalization Rate”in Retail Real Estate Market(Quarterly) 

GBD SBD CBD Other District

β (%) β (%) β (%) β (%)

1 0.872 0.816 0.720 0.989 0.874 0.857 0.764 0.849

2 0.873 0.810 0.710 0.982 0.922 0.861 0.760 0.843

3 0.839 0.791 0.651 0.969 0.761 0.854 0.788 0.819

4 0.846 0.811 0.586 0.992 0.580 0.896 0.819 0.836

5 0.776 0.807 0.573 0.993 0.684 0.928 0.876 0.848

6 0.725 0.803 0.586 1.000 0.760 0.962 0.923 0.860

7 0.802 0.782 0.562 0.989 0.642 0.978 0.935 0.838

8 0.767 0.795 0.506 1.011 0.589 1.012 0.954 0.859

9 0.726 0.779 0.510 1.014 0.625 1.027 0.951 0.859

10 0.677 0.767 0.522 1.018 0.672 1.043 0.950 0.860

11 0.685 0.740 0.537 1.011 0.602 1.056 0.965 0.845

12 0.719 0.756 0.493 1.033 0.379 1.101 0.984 0.870

13 0.654 0.747 0.491 1.038 0.446 1.121 1.002 0.876

14 0.604 0.745 0.491 1.043 0.524 1.144 1.037 0.886

15 0.598 0.731 0.543 1.036 0.638 1.150 1.071 0.876

Fig. 2.  SML & Retail Real Estate Market’s SCL(Quarterly)

Table 4.   Statistical Validation Results of Retail Real Estate Market’s SCL

Retail Real Estate Market

GBD SBD CBD Other District

β(ex-post) 0.2803 -0.2369 -0.5470 0.1452

t-statistic 6.6380 -4.6330 -4.1741 4.6007

p-value 1.62E-05* 0.0005* 0.0011* 0.0005*

R2
0.7722 0.6228 0.5727 0.6195

R2
0.7547 0.5938 0.5398 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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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BD 권역 SCL의 검증결과(t = 0.6228, t-통계량 = 

-4.6330, 그리고  = 0.0005)로부터 추정된 SCL에 

의한 실선(Fig. 2)은 통계적으로 체계적 위험과 분기초과자본

환원율 간의 관계를 비교적 잘 설명하고 있었으나 기울기는 

음(-)의 값을 지녀 시장의 효율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CBD 권역의 경우, 체계적 위험은 0.379에서 

0.922, 그리고,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은 0.854%에서 1.150% 

사이에 분포하였고, 체계적 위험과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의 

수준이 GBD 권역과 SBD 권역 보다 낮고 넓은 범위에 분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2). 또한, CBD 권역의 SCL

에 의한 체계적 위험과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검증결과(R2 = 0.5727, t-통계량 = -4.1741, 그리고 

 = 0.0011), SCL로부터 추정된 실선(Fig. 2)이 체

계적 위험 대비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BD 권역 역시 체계적 위험과 분기초과 자

본환원율이 음(-)의 관계를 지녀 시장의 효율성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기타 권역의 체계적 위험은 0.760에

서 1.071 범위에, 그리고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은 0.819%에서 

0.886% 사이에 존재하였으며(Table 3), 기타 권역의 SCL로

부터 추정된 체계적위험과 분기초과자본환원율 간의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SCL로부터 추정된 실선(Fig. 

2)이 포트폴리오들의 체계적 위험 대비 분기초과자본환원율

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R2 = 0.5902, t-통

계량=4.6007, 그리고  = 0.0005). 또한 GBD 권역

과 마찬가지로 체계적 위험이 증가할수록 분기초과자본환원

율이 증가하는 양(+)의 기울기를 지녀 기타 권역은 효율성

(Fama & MacBeth, 1973)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더불어, 서울의 권역별 소매용 부동산 시장에서 체계적 

위험 대비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의 결과가 오피스 빌딩 시장

의 그것 보다 다소 낮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

서 GBD 권역과 기타 권역은 양(+)의 기울기를 지녀 효율성

(Fama & MacBeth, 1973)을 지니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

다. 반면에 SBD 권역과 CBD 권역의 체계적 위험과 분기초

과자본환원율은 전체 소매용 부동산 시장의 자본환원율에 비

해 낮고 높은 범위에 분포되고 있었으나, 음(-)의 기울기를 

지니고 있어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서울의 오피스 빌딩 및 소매용 부동산 시장의 CAPM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오피스 빌딩의 4개 권역(Table. 5)과 

소매용 부동산 시장의 4개 권역(Table 6) 모두 유의수준 5% 

이내에서 각 시장별 포트폴리오인 SML과 각 권역별 오피스 

및 소매용 부동산 시장의 체계적 위험-분기초과자본환원율

을 나타내는 실선인 SCL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CAPM이 

성립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에 상

업용 부동산의 투자수익률(자본수익율+소득수익율)을 토대

로 CAPM을 검증한 연구결과들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 

Table 6. Statistical Validation Results of CAPM at Retail Real Estate Market

Test for�=0.23 and �=0.95

GBD SBD

Factor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Degree of 

Freedom
Mean-Square F

Regression 1 0.18797 45.49** 2.53E-07 1 0.43548 154.5** 6.42E-13

Residual 28 0.00413 28 0.00028

CBD Other District

Factor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Degree of 

Freedom
Mean-Square F

Regression 1 0.18054 12.11** 0.00166 1 0.45933 103.9** 6.26E-11

Residual 28 0.01490 28 0.00442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Table 5.    Statistical Validation Results of CAPM at Office Building Market

Test for�=0.23 and �=1.01

GBD YBD

Factor
Degree of 

Freedom
Mean-Square F Degree of Freedom Mean-Square F

Regression 1 0.10365 34.12** 2.81E-06 1 0.43095 20.31** 0.00011

Residual 28 0.00304 28 0.02121

CBD Other District

Factor
Degree of 

Freedom
Mean-Square F Degree of Freedom Mean-Square F

Regression 1 0.62965 26.98** 1.63E-05 1 0.80537 97.72** 1.24E-10

Residual 28 0.02334 28 0.00824

**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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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본환원율의 특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즉, 자본환원율은 임대수익률에 기반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경향을 지니는데다 본 연구에서는 

시세차익에 의한 수익률인 자본이득(Capital Gain)이 반영되

지 않아 시장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특히, 오피스 빌딩의 경우, 렌트프리(Rent Free)로 인

한 임대수익의 감소와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의 공급 등으로 

인한 공실율 증가가 체계적 위험과 분기초과자본환원율에 영

향을 미치고 있고 소매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권역

들에 분포된 소매용 부동산 자산들에 의한 구성 및 개별 권역

의 상권이 지니는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공실의 수준과 임대

료 격차가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CAPM이 성립치 않는 것으

로 여겨진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자본자산의 균형가격 결정형태를 설명하는  

CAPM을 바탕으로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인 오피스 빌

딩 및 소매용 부동산 시장에서 체계적 위험과 자본환원율을 

토대로 시장의 효율성과 CAPM의 적용가능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서울 오피스 빌딩 시장의 4개 권역(강남권의 GBD 

권역, 마포·여의도권의 YBD 권역, 도심권의 CBD 권역, 그

리고 기타 권역)과 소매용 부동산 시장의 4개 권역(강남권의 

GBD 권역, 마포·신촌권의 SBD 권역, 도심권의 CBD 권역, 

그리고 기타 권역) 모두에서 CAPM이 성립하지 않았으며, 이

는 임대수익에 기반하는 자본환원율의 특성으로 인해 시세차

익에 의한 수익률이 포함된 투자수익률(소득수익율+자본수

익율)에 의한 결과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Park & Jun, 

2015b). 

또한, 오피스 빌딩 시장에서 GBD 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들(YBD 권역, CBD 권역 그리고 기타 권역)과 소매용 부

동산 시장의 SBD 권역, CBD 권역은 체계적 위험이 증가할

수록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이 감소하여 음(-)의 기울기를 지니

고 있어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음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자본환원율의 경우, 수익률의 변동성이 비교적 낮은 임대

수익에 기반하여 산정되고 임대수익의 미소한 차이에도 민감

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의 방향은 다

음과 같다. 오피스 빌딩의 경우에는 서울의 각 권역 내 오피

스빌딩 시장자료를 등급별(Prime등급, A등급, B등급, 그리

고 C등급)로 구분하여 빌딩의 특성에 따른 시장 효율성을 확

인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소매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권별 매장(업종)의 구분을 통하여 권역별 지역을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시장의 효율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체계적 위험과 자

본환원율과의 관계 및 시장의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자료들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자 관련 정보 및 부

동산간접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

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합리적 시장가격(균형가격)의 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한계가 존재한다. 상업용 부동산 

관련 자료의 경우, 시계열 자료의 축적기간이 짧고 종류도 빈

약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 역시 자료 고유의 한

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형

태의 자료들이 개발된다면 더욱 정교한 관련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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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인 오피스 빌딩 및 소매용 부동산 자산을 대상으로 체계적 위험과 자본환원율 간의 관계
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과 CAPM의 적용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투자의 
위험을 수반하는 자본자산의 기대수익률 결정이론인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을 토대로 서울의 3대 오피스 빌딩 시장인 
강남권, 여의도·마포권, 도심권 그리고 기타권역과 소매용 부동산의 3대 시장인 강남권, 신촌·마포권, 도심권 그리고 기타
권역에 대하여, 시장포트폴리오인 증권시장선과 권역별 초과자본환원율로 산정된 증권특성선을 비교 및 분석하였으며 그 결
과, 오피스 빌딩 시장에서 GBD 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들(YBD 권역, CBD 권역 그리고 기타 권역), 소매용 부동산 시장에
서는 SBD 권역 및 CBD 권역에서 체계적 위험이 증가할수록 분기초과자본환원율이 감소하여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오피스 빌딩 시장의 4개 권역(강남권의 GBD 권역, 마포·여의도권의 YBD 권역, 도심권의 CBD 권역, 그
리고 기타 권역)과 소매용 부동산 시장의 4개 권역(강남권의 GBD 권역, 마포·신촌권의 SBD권역, 도심권의 CBD 권역, 그리
고 기타 권역) 모두에서 CAPM이 성립하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 상업용 부동산 시장, 체계적 위험, 자본환원율,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 오피스 빌딩, 소매용 부동산, 서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