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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에 대한
소비기반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의 적용
민 성 훈*

An Application of Consumption-based Capital Asset Pricing Model
on Korean Housing Market
Seonghun Min*

：본 연구는 기존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이 가지는 자산누락 문제에 주목하여 우리나
라 아파트시장에 대해 소비기반 CAPM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아파트의 수익률로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레버리지가설과 운용소득가설을 적용한 자기자본수익률을 사용하였고, 분석기법으로는 OLS뿐 아
니라 이분산과 자기상관을 고려한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CAPM이
대체로 유의하지 않은 가운데 운용소득가설에 따른 수익률에 Prais-Winston 모형을 적용한 소비기반
CAPM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때 베타의 계수는 크기가 소비지출액 증가율의 위험프리미엄과 다르지
않아 아파트의 체계적 위험을 잘 포착하였고, 잔차항 표준편차의 계수는 0과 다르지 않아 아파트수익률에
비체계적 위험에 의한 위험프리미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비록 소비기반 CAPM
의 유의성이 일부 모형에 한정되어 확인되기는 했지만, 기존 CAPM에 비해 국내 아파트시장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아파트수익률, 체계적 위험, 자산누락 문제, 소비기반 CAPM
ABSTRACT：As an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Wealth-based CAPM which involves Missing Asset
요약

Problem, Consumption-based CAPM was tested to the apartment market in Korea. The return of
apartment was calculated based on two methods, Leverage Effect Hypothesis and Interest Seeking
Hypothesis. OLS, IGARCH(1,1) and Prais-Winston were applied to the returns for estimation of beta.
While most models of CAPM were rejected, a model of CCAPM which used the return by Interest
Seeking Hypothesis and Prais-Winston was significant. The coefficient of beta was significant and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average growth of consumption. The coefficient of the standard
deviation of residual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0.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beta of
CCAPM reflects the systemic risk of apartment and there is no risk premium from non-systemic risk
in the return of apartment.
Key Words return of apartment, systemic risk, missing asset problem, consumption-based CA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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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자본시장에 대한 이론 및 실무에서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은 가장 널리 그리고 자주 활용되는 모형
중 하나이다. CAPM은 특정 자산의 기대가격 또
는 기대수익률을 추정하는 것뿐 아니라 위험특성
을 분석하는 것에도 이용되며, 자본시장의 효율성
이나 투자자의 합리성을 검정하는 것에도 응용된
다. 60년대 Sharpe, Lintner, Mossin 등에 의해 개
발된 CAPM이 이렇게 오랜 기간 활용되고 있는
것은 그 이론이 정치할 뿐 아니라 모형이 단순해
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CAPM을 실제 자본시장에 적용한 결과
가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CAPM의 기본
가정에 비교적 잘 부합되는 주식시장에서도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로 추정한 베타가 개별 주식
의 수익률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
았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
어졌다. Fama and French의 3요인 모형과 같이
시장수익률외에자산의수익률에체계적, 지속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 모형에 추가한 것이
나, 소비기반 자본자산 가격결정모형(CCAPM:
Consumption-based CAPM)과 같이 소비지출액
증가율을 도입하여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을 시장
수익률의 대용치로 사용하는 기존 CAPM1)의 한
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CAPM은 주식시장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에도
활발히 적용되었다. 자본시장에서 부동산이 차지
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식시장에 비해 더욱

부정적이었다.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졌
는데, 여기에는 자산의 규모가 크고 분할이 어려
운 부동산의 특성, 정보의 비대칭이나 거래비용에
의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시장의 특성,
CAPM의 시장수익률 즉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이
부동산에 적용될 경우 자산누락 문제(Missing
Asset Problem)가 더욱 부각되는 모형의 한계 등
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기존 CAPM이 가지는 자산누락 문
제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는 아파트에 대해 CCAPM의 적용 가
능성을살펴보고자 한다. 이를위해 전국을 대상으
로 권역별 아파트의 수익률을추정하고, 그 시계열
을 소비지출액 증가율의 시계열로 회귀분석하여
권역별베타를산출한후, 권역별 베타와 평균수익
률의 관계를 살펴보는 실증분석을 시행한다.
아파트수익률의 산출은 대부분 선행연구가 가
격상승률에만 주목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전세보
증금의 영향도 함께 고려한다. 부동산투자자가 보
증금을 활용하는 이유에 관해서 이창무 외(2002)
이후 운용소득가설과레버리지가설이양립하고있
는데, 본 연구는 두 가설에 의한 수익률을 모두 적
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한다. 부동산투자자가 기대
하는 수익률을 더욱 정확히 포착하는 것은 분석결
과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분석기법은 OLS뿐 아니라 이분산과 자기상관
을 고려한 모형을 함께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
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기존 CAPM에도 동일
하게 적용하여 CCAPM과 비교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
록 한다.

1) 이를 CCAPM과 대비하여 WCAPM, 즉 Wealth-based CAP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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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대해 CAPM의 적용 가
능성을 검정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CCAPM
의 적용 가능성을 검정한 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대부분 CAPM에 대한 연구가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한 것과 달리 CCAPM을 통해 개선된 결과를
얻는다면, 자본자산으로서 부동산이 가지는 수익
위험 특성이나 자본시장의 한 부분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가지는 시장특성에 대한 연구에 분석모형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2장
에서는 CCAPM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
펴본다. 이후 3장에서 분석모형을 제시한 후 4장
에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실증분석은 본 연구에
서 선택한 자료에 대한 설명과 분석결과 제시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5장에서 연구의 결
론 및 한계를 정리한다.
Ⅱ.

전통적인 CAPM은 시장수익률의 대용치로 주
식시장의 평균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러나 시장포
트폴리오의 엄밀한 정의는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위험자산의 집합’이므로, 주식뿐 아니라 부
동산과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모두 포함하
는 것이 옳다. 이를 고려하여 시장수익률을 수식
으로 나타내면 <수식 1>과 같다. 여기서     
는 주식, 부동산 및 인적자본의 수익률을 의미하
며,  는 자본시장에서 각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을 의미한다.
       
<수식 1>
























<수식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이를 반영하여 기존 CAPM의 베타를 더욱 엄
밀히 표현하면 <수식 2>와 같다. 개별자산의 위험
프리미엄( )과 주식의 위험프리미엄( ) 간
비율로 계산되는 기존 CAPM의 베타는 사실 시
장포트폴리오의 위험프리미엄( )에 대해 계
산된 개별자산의 진정한 베타( )와 주식의 진정
한 베타( ) 간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는 개별자산 수익률과 주식수익률 간 공분산과 주
식수익률의 분산뿐 아니라 주식-부동산, 주식-인
적자본, 개별자산-부동산, 개별자산-인적자본의
공분산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존 CAPM은 주식
시장을 시장포트폴리오로 간주함으로써 <수식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공분산들이 모두 0이라
고 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기존 CAPM
이 가지는 자산누락 문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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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 3>

그러나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부동산과 인적자
본의수익률을추정하고각자산간공분산을계산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CCAPM
은 시장 수익률에 대한 대안으로 소비지출액 증가
율을, 더 정확히는 ‘전국 평균 인당 실질 비내구재
소비지출액 증가율’을 사용함으로써 자산누락 문
제의 극복을 시도한다.2)

2) CCAPM은CAPMIndex로소비지출액증가율을그대로사용하는Unconditional CCAPM과소비지출액증가율중기대하지않은부분, 즉추정된
소비지출액 증가율에 대한 잔차를 사용하는 Conditional CCAPM으로 다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Unconditional CCAPM을 적용한다.

78 서울도시연구 제16권 제1호 2015. 3

CCAPM의 시작은 CAPM이 단일기간모형이
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와 맥락
을 같이한다. 투자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소비를
통한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단일기간모형은 기간 말 실현되는 부를 모두 소비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로 투자자는 다 기간을 통해 직면하는 불확실한
투자기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평생소비의 기대효
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선택한다. 이를
고려한 가격결정모형을 동태적 자본자산 가격결
정모형(ICAPM: Intertemporal CAPM)이라고
하는데, 그 본격적인 시작은 Merton(1973)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개별자산의 기대수익률에 대해
다 기간의 투자와 소비를 함께 고려한 모형을 처
음 제시하였다.
Breeden(1979)은 Merton(1973)의 연구를 더욱
일반화하여 포괄적이면서 간단한 형태로 발전시
켰다. Merton(1973)의 모형은 개별자산의 기대수
익률을 투자기회와 연관된 다양한 변수들의 개수
에 1을 더한 개수의 베타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변수들을 선정하고 또 정확히 측정하여 각
각의 베타를 계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Breeden
(1979)은 이들 변수를 소비지출액 증가율이라는
하나의 포괄적인 변수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임으
로써 CCAPM을 기존 CAPM과 같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또 실증분석도 가능한 형태로 발전
시켰다.
CCAPM의 논리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술한 바와 같이 투자자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 다 기간의 소비를 통한 기대효용의 합, 즉
<수식 4>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는 t 시점의 정보에 의존하는 조건부기대함수이
고,    와   는 각각 t 시점의 소비에






 

의한 효용함수와 t+i 시점의 소비에 의한 기대효
용함수이며,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시간
할인계수이다.
<수식 4>
만약 투자자가 어떤 자산을 t 시점에  의 가격
에 매입해서 t+1 시점에  의 가격에 매각할수
있다면 투자자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t 시점의
매입량은 <수식 5>와 같은 1계 조건을 통해 도출
이 가능하다. 여기서 좌변의 첫째 항은 자산매입
즉 소비의 감소에 따른 효용의 감소를, 좌변의 둘
째 항은 자산매각 즉 소비의 증가에 따른 기대효
용의 증가를 나타낸다.
 ′       ′    
<수식 5>
∞

   

          



 

  



 







 

 

한편 가격의 증가율을  로 나타내면
       이 되어 <수식 5>는 <수식 6>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를 통해 1 더하기 기대
수익률과 시점 간 소비의 한계대체율을 곱한 값이
1임을, 즉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식 6>
동일한 과정을 무위험자산에 적용하면 <수식
7>이 도출된다. 그리고 <수식 7>을 <수식 6>에 대
입하면 시간할인계수 가 제거된 기대초과수익률
공식 <수식 8>을 얻을 수 있다. <수식 8>을 전개하
면 <수식 9>가 되며, 이를 기대초과수익률에 대해
정리하면 <수식 10>이 된다. 여기서 어떤 자산에
대한 기대초과수익률 즉 위험프리미엄은 그 자산
의 수익률과 소비의 한계대체율 간 공분산에 반비
례한다는 CCAPM의 논리를 읽을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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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식 7>

′      
          
′   

<수식 8>

′   
       ×    
′    
′    
       
′  

<수식 9>

       
′     
      
′   

′     
   
′   

<수식 10>

CCAPM의 논리는 투자자가 다 기간의 소비를
평활화할 수 있는 자산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만약 어떤 자산이 t+1 시점의 소비가 커질 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면 t+1 시점의 한계효용
′   은 수익률  이 클수록 작아지며, 반
대로 t+1 시점의 소비가 작아질 때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면 t+1 시점의 한계효용 ′   은 수
익률  이 클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이는 소비
를 평활화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는 자산에 대해서
는 높은 위험프리미엄이, 반대의 자산에 대해서는
낮은 위험프리미엄이 적용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계는 시점을 t+1이 아닌 t+j로 확장해도
여전히 성립한다.
투자자의 효용은 궁극적으로 소비를 통해 실현
되며 부(Wealth)는 소비로 이어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 CCAPM은 매 시점 소비의 한계량으로
부터 얻어지는 직접적인 효용과 부의 한계량으로
부터 얻어지는 간접적인 기대효용이 같아지는 수
준에서 최적의 소비 대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는 부의 증대에만 주목한 CAPM과 차별
화되는 특징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CCAPM은 CAPM에
비해 자산누락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단일기
간모형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 등에서 더욱 일반화된 이론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CAPM 역시 실증적
인 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Mankiw and Shapiro(1986)는 투자의사결정과
소비의사결정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CCAPM에 따
른 베타가 클수록 기대수익률이 높은지 여부와
CCAPM이 기존 CAPM보다 유의한지 여부를 검
정하였다. 그 결과 주식시장에 CCAPM은 잘 적
용되지 않으며 기존 CAPM에 비해 유의성도 떨
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Breeden et al.(1989)도 주식시장에 대해 유사
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내구재에
대한 소비를 제외하는 등 소비지출액 증가율의 산
출에 신중함을 기했는데, 그 결과 주식시장은
CCAPM에 의한 베타에 대해 (+)의 위험프리미
엄을 부여하고 있고, 추정된 실질이자율은 0에 가
깝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모형의 유의성은 기존
CAPM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부동산시장에 CCAPM을 적용한 사례는
Geltner(1989)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미국
CREFs(Commingled Real Estate Funds)의 수익
률이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변동성
을 가지는 것은 전통적인 재무이론에 맞지 않는다
는 점을 지적하고, FRC Index, PRISA Index 등
상업용부동산 수익률지수에 CAPM과 CCAPM을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
가기반지수가 가지는 평활현상(Smoothing)을 보
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였는데, 분석 결과 주식수
익률로 추정한 베타는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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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소비지출액 증가율로 추정한 베타는 유의하
게 (+)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부동산시장
에 CAPM에 대한 대안으로 CCAPM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윤명 외(2014) 등 주식시장
에 CCAPM을 적용한 사례는 있으나, 부동산시장
에 CCAPM을 적용한 사례는 찾기가 어렵다. 다만
김형순․김호철(2006), 홍기석(2009), 이종아․정
준호(2010), 유주연(2011) 등기존CAPM을 적용한
사례는 다수 있는데, 그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결론
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비교적 최근 연구인 이종아․정준호(2010)와
유주연(2011)은 서울 아파트시장에 대해 CAPM
검정을 시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보기 드
문 사례이다. 유주연(2011)은 시장수익률만을 설
명변수로 하는 단일요인모형을, 이종아․정준호
(2010)는 규모와 모멘텀까지 포함하는 다요인모
형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수익위험 특성을 분석하
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도 시장수익률의 대용치
로 아파트 평균수익률을 적용함으로써 이론적 근
거가 모호하고 자산누락 문제에 노출되었다는 한
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국내 선행연구들이 아직
시도하지 않은 CCAPM을 적용하되 CAPM과의
비교에 집중하기 위해 단일요인모형만을 대상으
로 한다.
Ⅲ.

분석모형

분석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수식
11>에서와 같이 전국 136개 권역별 아파트수익률
( )의 위험프리미엄을 종속변수로, 종합주가지
수 수익률( ) 또는 소비지출액 증가율( )의 위




험프리미엄을 설명변수로 하는 시계열 회귀분석
을 실시하여 권역별 베타( 및  )를 추정한다.
둘째, <수식 12>에서와 같이 전국 136개 권역별 아
파트수익률 위험프리미엄의 시계열평균값을 종속
변수로, 첫째 단계에서 추정한 베타를 설명변수로
하는 횡단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베타의 계수
( )가     또는     의 시계열평균값
과 같은지 여부와 상수항( )이 0인지 여부를 검
정한다.














               

   
  
  

<수식 11>

              

   
  
   

        

<수식 12>


        

한편 CAPM과 CCAPM의 가정 중에는 개별자
산의 위험프리미엄이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베
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뿐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
과는 무관하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를 검정하기 위해서는 <수식 13>에서와 같이 첫째
단계에서 개별자산의 비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잔차항의 표준편차( 및  )를 계산하여 둘째
단계의 횡단면 회귀분석에 설명변수로 추가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여기서 잔차항 표준편차의
계수( )가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면 비체계
적 위험이 위험프리미엄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식 12>와 <수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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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을 모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한다.


           

          

<수식 13>

분석기법으로는 먼저 OLS를 적용하되 이분산
과 자기상관을 고려한 기법을 함께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분석기
법으로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를 사용하는 모형보다는 GARCH류 모형이나
Prais-Winston 모형을 사용한다. 강건한 표준오차
를 사용하는 모형은 OLS에 비해 계수의 유의성은
달라지지만 계수값 자체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석기법으로 추정한 베타가 체계적 위험을
잘 나타내는가?’를 살펴보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
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Ⅳ.

실증분석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국민은행이 집계하여 발표하는
KB주택가격동향 중 아파트 매매가지수 및 전세
가지수를 사용한다. 국민은행에서는 1986년 1월부
터 주요 지역에 대한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2002년 12월부터 서울의 경우 구별로, 전국의 경
우 주요 시별로 조사대상을 크게 확대하였다.
거시경제변수는 통계청 및 한국은행의 발표자
료를 사용한다. 여기에는무위험이자율로서CD 91
일물유통수익률, 종합주가지수수익률로서KOSPI
지수의 상승률, 소비지출액 증가율로서 전국 평균
가구당 비내구재 소비지출액의 증가율 등이 포함
된다. 이 중 CCAPM의 기초자료인 소비지출액은

통계청에서 매분기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보간법을 적용하여 월간 자료로 변환한 후
증가율을 계산한다.
분석기간은 각 통계자료의 연혁을 고려하여 가
장 긴 시계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결과
2002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로 결정되었다.
권역은 KB주택가격동향이 조사되는 지역 단위를
따르되 2002년 12월에서 6개월이 지난 이후 발표
가 시작된 지역을 제외한 결과 총 136개로 결정되
었다(부록 참조).
아파트수익률은 매매가지수와 전세가지수를 이
용하여 산출한다. 수익률의 산출에 있어서 전세금
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아파트 투자에 따른 자
기자본수익률을 더욱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이
다. 전세금이 투자자에게 주는 효용에 관해서는
운용소득가설과 레버리지가설의 두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자는 투자자가 전세금을 운
용하여 얻는 소득에 주목한 이론이고, 후자는 전
세금을 통해 자기자본 투자금액을 줄이는 레버리
지효과에 주목한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
설에 의한 자기자본수익률을 모두 산출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한다.
수익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운용소득가설을 적
용하는 것은 자본수익뿐 아니라 소득수익도 포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매매가지수
만을 이용하여 수익률을 산출할 경우 이 중 소득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놓치기 때문이다. 사실
소득수익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전세뿐 아
니라 보증부월세의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증부월세에 대한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는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세
인 경우만 고려한다. 이때 전세금()은 무위험이
자율로 운용하는 것을 가정한다(<수식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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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운용소득가설 전국 아파트 위험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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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레버리지가설 전국 아파트 위험프리미엄

spread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한 전국 아파트수익률
위험프리미엄의 시계열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
림 1> 및 <그림 2>와 같다. 전체적인 추이는 비슷
한 가운데 레버리지가설에 의한 위험프리미엄의
변동폭이 월등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운용소득가
설에 의한 위험프리미엄의 경우 평균값 –0.05%,
표준편차 1.03%, 레버리지가설에 의한 위험프리
미엄의 경우 평균값 0.07%, 표준편차 2.37%인 것
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권역별 아파트수익률 위험프리미엄의 시계열

1990m1

.002

<수식 15>

0

    
   
      

-.1

-.05

0

<수식 14>
한편 수익률을 산출함에 있어서 레버리지효과
를 반영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레버리
지는 투자자의 전략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아파
트라는 자산 고유의 수익률을 산출할 때 그 효과
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가 자유
로이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차입과 달리 전
세 또는 보증부월세는 대체로 수반되며, 레버리지
비용도 외생적인 시장이자율이 아니라 부동산시
장에서 결정되는 전환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레버리지가설에 의한 수익률도 분석대상에 포함
시킨다(<수식 15> 참조).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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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운용소득가설권역별아파트위험프리미엄

<표 1> 운용소득가설과 레버리지가설에 의한 전국 아파트 위험프리미엄 기초통계량
구분
관찰시점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값
운용소득가설
281개월
-0.05%
1.03%p
-3.83%
레버리지가설
281개월
0.07%
2.37%p
-8.24%

최대값
3.94%
12.28%

0

.005

spread

.01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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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레버리지가설권역별아파트위험프리미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
및 <그림 4>와 같다. 레버리지가설에 의한 위험프
리미엄의 경우 평균값과 표준편차가 대체로 비례
하는 데 반해 운용소득가설에 의한 위험프리미엄
에서는 그러한 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단
CAPM이나 CCAPM은 표준편차로 측정되는 총
위험이 아니라 베타로 측정되는 체계적 위험만이
수익률로 보상받는 것을 가정한다.
2. 레버리지가설에 의한 수익률 분석

분석에 앞서 이분산과 자기상관의 정도를 가늠
하기 위해 전국 평균 아파트수익률 위험프리미엄
을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및 소비지출액 증가율의
위험프리미엄으로 회귀분석한 후 사후검정을 실
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검정 결과 레버리지가설에 의한 위험프리미엄
에서 이분산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
든 모형에서 이분산, 조건부이분산 및 자기상관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권역별 아파트수익률 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OLS 역시 그 결과를 충분히 신
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를 고려하여 이후 분석에서 OLS뿐 아니라
조건부이분산과 자기상관을 고려한 방법을 함께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한다.
권역별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지수에 레버
리지가설을 적용하여 위험프리미엄을 산출한 후
첫째,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및 소비지출액 증가율
의 위험프리미엄으로 OLS, IGARCH(1,1), PraisWinston 분석을 실시하여 권역별 베타와 잔차항
표준편차를 추정하고, 둘째, 권역별 위험프리미엄
의 시계열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권역별 베타와
잔차항 표준편차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3>의 좌측과 같다. 실제 분석은
설명변수로 베타만 포함한 것과 잔차항 표준편차
도 포함한 것을 나누어 시행하였다.
OLS에 의한 베타와 잔차항 표준편차를 적용한
경우 CAPM의 베타는 유의하였으나 CCAPM의
베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APM에
있어서는 설명변수로 베타만 포함한 경우 상수항
이 0보다 유의하게 컸으나, 잔차항 표준편차도 포

<표 2> 전국 평균 아파트수익률 위험프리미엄에 대한 OLS 사후검정 결과
레버리지가설
구분
종합주가지수
소비지출액
chi2
5.11
3.77
이분산
(White)
P
0.0776
0.1516
107.58
91.90
조건부이분산 chi2
(ARCH-LM) P
0.0000
0.0000
chi2
175.87
171.84
자기상관
(BG-LM)
P
0.0000
0.0000

운용소득가설
종합주가지수
소비지출액
8.55
10.43
0.0139
0.0054
119.59
100.04
0.0000
0.0000
176.22
171.47
0.0000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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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CAPM 및 CCAPM 검정결과
구분
상수항
OLS 베타
잔차항
표준편차
상수항
IGARCH 베타
(1,1)
잔차항
표준편차
상수항
PraisWinston 베타
잔차항
표준편차

레버리지가설

CAPM
0.0076 0.0006
(23.96) (0.76)
-0.0391 -0.0491
(-5.42) (-8.32)
0.3267
(8.73)
0.0074 0.0025
(21.18) (2.30)
-0.0031 -0.0029
(-0.68) (-0.63)
0.2146
(4.30)
0.0075 0.0043
(22.88) (4.05)
-0.0432 -0.0484
(-4.19) (-4.78)
0.2032
(3.12)

CCAPM
0.0074 0.0020
(21.29) (1.85)
-0.0008 -0.0015
(-0.36) (-0.47)
0.2502
(4.84)
0.0075 0.0020
(19.30) (1.92)
-0.0028 -0.0035
(-1.20) (-1.51)
0.2437
(5.03)
0.0074 0.0048
(21.07) (4.29)
0.0012 0.0012
(0.58) (0.61)
0.1676
(2.48)

함한 경우는 상수항이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잔차항 표준편차도 유의하
여 아파트수익률은 체계적 위험뿐 아니라 비체계
적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GARCH(1,1)에 의한 베타와 잔차항 표준편차
를 적용한 경우 CAPM과 CCAPM 모두에서 베타
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조건부이분산을
고려하여 추정한 베타가 아파트수익률의 체계적
위험에 대한 척도가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Prais-Winston에 의한 베타와 잔차항 표준편차
를 적용한 경우 CAPM의 베타는 유의하였으나
CCAPM의 베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CAPM에 있어서는 설명변수로 베타만 포함한
경우 상수항이 0보다 유의하게 컸으며, 잔차항 표
준편차도 포함한 경우 상수항이 0보다 유의하게
크면서 잔차항 표준편차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운용소득가설

CAPM
CCAPM
0.0028 0.0030 0.0028 0.0029
(31.89) (9.68) (32.81) (12.20)
-0.0032 -0.0005 0.0011 0.0011
(-0.77) (-0.09) (1.39) (1.39)
-0.0215
-0.0125
(-0.63)
(-0.52)
0.0028 0.0030 0.0028 0.0029
(32.11) (12.83) (31.89) (12.07)
0.0012 0.0009 0.0002 0.0003
(0.56) (0.45) (0.31) (0.45)
-0.0199
-0.0148
(-0.89)
(-0.63)
0.0028 0.0029 0.0028 0.0029
(32.42) (9.67) (33.12) (13.94)
-0.0090 -0.0072 0.0017 0.0016
(-1.41) (-0.73) (2.17) (2.11)
-0.0141
-0.0110
(-0.30)
(-0.40)

는 아파트수익률이 체계적 위험뿐 아니라 비체계
적 위험과 그밖에 설명되지 않는 요인에 대한 프
리미엄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 분석에서 OLS와 Prais-Winston에 의한
CAPM의 베타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이것으로
CAPM을 검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베타의 계수
는 유의성뿐 아니라 그 크기가 종합주가지수 수익
률의 위험프리미엄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는 조
건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분석기
간 동안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위험프리미엄의 시
계열 평균값은 0.0060이었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OLS와 Prais-Winston 모두 베타
의 계수가 (-)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계수가 0.0060과 같은지 F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두 베타의 계수 모두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의 위험프리미엄과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레버리지가설을 적용한 수익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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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베타가 유의한 6가지 모형에 대한 가설 검정
CAPM OLS 레버리지 CAPM PW
운용소득 CCAPM PW
구분 β레버리지
만 포함 σ도 포함 β만 포함 σ도 포함
β만 포함
σ도 포함
H0
β계수 = 종합주가지수 위험프리미엄(0.0060)
β계수 = 소비지출액 증가율 위험프리미엄(0.0011)
F
39.13
87.03
22.79
28.87
0.53
0.46
P
0.0000 0.0000 0.0000 0.0000
0.4676
0.5000

대해서는 CAPM과 CCAPM 모두 적용하기가 어
려운 것을 알 수 있다.
3. 운용소득가설에 의한 수익률 분석

권역별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지수에 운용
소득가설을 적용하여 위험프리미엄을 산출한 후
앞에서와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의
우측과 같다.
OLS와IGARCH(1,1)에서는CAPM과CCAPM
모두 베타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조건
부이분산을 고려하더라도 베타가 아파트수익률의
체계적 위험에 대한 척도가 되지 못함을 의미한
다. 반면 Prais-Winston에 의한 베타와 잔차항 표
준편차를 적용한 경우 CAPM의 베타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CCAPM의 베타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레버리지가설에 의해 추정한 수익률과
는 반대의 결과이다.
Prais-Winston 모형에 의한 CCAPM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설명변수로 베타만
포함한 경우 상수항이 0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 운용소득가설에 의한 수익률에는 체계적
위험으로 설명되지 않는 위험프리미엄이 존재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설명변수로 잔차항 표
준편차를 추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주목
할 점은 잔차항 표준편차의 계수가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운용소득가설에
의한 수익률에 비체계적 위험에 의한 위험프리미
엄이 내재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CCAPM
의 기본가정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CCAPM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서는 베타의 계수를 소비지출액 증가율의 위험프
리미엄과 비교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 동
안 소비지출액 증가율 위험프리미엄의 시계열 평
균값은 0.0011이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Prais-Winston 모형에 의한 베타의 계수는 0.0016
인데, 이에 대해 F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지출액 증가율 위험프리미엄
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
구를 고려할 때 주택의 매매가지수만으로 수익률
을 추정하여 CAPM의 적용 가능성을 검정한 결
과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첫째, 레
버리지가설 및 운용소득가설을 적용하여 전세보
증금을 고려한 수익률을 추정하고, 둘째 OLS뿐
아니라 IGARCH(1,1)과 Prais-Winston 모형까지
적용하여 CAPM과 CCAPM의 적용 가능성을 비
교한 결과 운용소득가설에 의한 수익률에 PraisWinston 모형을 적용한 CCAPM은 아파트의 수
익위험 특성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를 통해 비록 CCAPM의 유의성이 일부
모형에 한정되어 확인되기는 했지만, 기존 CA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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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국내 아파트시장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자본자산으로서 부동산이 가지는 수익위험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많은 선행연구가
CAPM 및 CCAPM의 적용 가능성을 검정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시장에 대해 CAPM의 적용
가능성을 검정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결론을 내놓고 있으며, CCAPM의 적용
가능성을 검정한 연구는 찾기가 어렵다. 본 연구
는 CAPM이 가지는 자산누락 문제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시장에 대해 CCAPM의 적용 가능성을 살
펴보았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
화된다. 첫째, CAPM 대신 소비지출액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CCAPM을 적용한 것, 둘째, 수익률
의 추정에 있어서 매매가만 고려하지 않고 전세보
증금도 고려함으로써 부동산투자자의 수익률을
더욱 정확히 포착하고자 한 것, 셋째, 베타를 추정
함에 있어서 OLS뿐 아니라 조건부이분산 및 자기
상관을 고려한 모형을 함께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한 것이 그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레버리지가설에 의한
수익률을 사용한 경우 모든 모형이 유의하지 않았
으나, 운용소득가설에 의한 수익률을 사용한 경우
Prais-Winston 모형에 의한 CCAPM이 아파트의
수익률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베타는 권역별 아파트의 체계적 위험을 유의하
게 반영하였으며, 계수의 크기는 분석기간 동안의
소비지출액 증가율 위험프리미엄의 평균값과 유

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잔차항 표준편차 또
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아 아파트수익률에 비
체계적 위험에 의한 위험프리미엄은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아파트의 수익위험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서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에 의한 CAPM보다 소비
지출액 증가율에 의한 CCAPM의 적용 가능성이
더 높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시장수익률로서 종
합주가지수 수익률은 자산누락 문제로부터 자유
롭지 못하다는 것과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다 기간
의 소비를 평활화할 수 있는 아파트를 더 선호한
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아파트수익률을추정함에있어서는레버리
지가설보다운용소득가설을적용하는것이CCAPM
의 기본가정을 더욱 잘 충족시킨다. 이는 투자자
의 레버리지 전략이 반영된 수익률보다 운용소득
이 반영된 수익률이 아파트 고유의 수익률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권역별 베타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자기상
관을 고려한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의한 결
과를 낳는다. 베타의 추정은 시계열회귀분석에 의
해 이루어지므로 자기상관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
다. 위 결과는 CCAPM의 적용에 있어서 이분산,
조건부이분산, 자기상관 등의 문제가 동시에 존재
할 때 자기상관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
째, 비록 CCAPM의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기는
했지만 일부 모형에 한정되어 그 결과가 강건하다
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더욱 적절한 소비지출액
변수 및 분석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유의
하게 나타난 CCAPM 모형에서 상수항이 0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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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서 우리나라 아파트에는 시장위험 외에도 위험
프리미엄에 체계적, 지속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요인 모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
구는 KB주택가격동향에 의한 지역구분에 따라
아파트를 분류하였다. 그러나 ‘개별자산’으로서 아
파트 단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뿐 아니라 대부분
의 선행연구는 지역이나 단지를 하나의 단위로 삼
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지역 또는 하나의 단지에
속하는 아파트가 동질적인 수익위험 특성을 가진
다는 보장은 없다. 비록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기
는 어렵지만 이러한 측면의 보완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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