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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서울 도심에서 크게 증가한 오피스 공급에 따라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예측이 요구되는바, 오피스 공급 측면, 특히 임대시장에서 재고의 증가가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44분기 동안 서울시 전체와 하위권역의
중대형 오피스를 대상으로 하고, 공실률 및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시경제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여 벡터오차수정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설로 설정한 분석기간의 공급-공실률
관계 및 서울시 사무직 취업자 수-공실률 관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있고, 균형조정이 잘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오피스 시장은 공급측면의 충격이 왔을 때 공실률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으나, 공실률 및 경제변수의 충격에 대해 임대료는 단기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반응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오피스 임대, 오피스 공급, 임대시장, 공실률
요약

ABSTRACT：Since 2010, the office supply to urban rent market in Seoul has been drastically
increased. However its effect on mid- and large-sized office market has not been performed due to
the lack of accumulated data for its supply and inventory.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effect by office inventory on market based on time series analysis. For data acquisition, all data
has been modified due to the absence of published statistical data for mid- and large-sized offices.
The granger causality model,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by VECM modeling,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have been employed as research methodologies. Research finding indicates
the office supply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the vacancy rate in Seoul, and the explaining power
of office supply is increasing as time passes by. And it is observed that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rents and GDP as well as employment. It is also noteworthy the leaseholders are reluctant
to adjust the rents due to the concern of possible fixation in dropped rent price even when the
economic circumstances are not favorable.
Key Words office rent, office supply, rent market, vacancy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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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유지
되고, 2010년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초대형 오
피스 개발사업 등으로 서울 도심의 신규 오피스
공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공실률이 크게 증가
하게 되었다. 2014년에는 2013년의 33.8만 평보다
3만평이줄어든 30.7만평의 공급이 예상되어 전년
에 비해 8.9% 줄었다고는 하나 2000∼2009년 연평
균 공급량 25.8만 평보다 여전히 5만 평가량이 많
은 수치이다. 이 가운데 대형오피스1) 신규 공급량
은 2010∼2013년 평균과 같은 25만 평으로 예상되
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급 불균형 때문에 2012년부터 공실률이
상승하기시작하였으며, 이같은 현상은 2014년 이
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
해외에서는 이와 같은 오피스 공급량의 증가에
따른 공실률의 상승과 이를 원인으로 한 임대료
간의 시계열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
어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간시장의 임대료와
수요측면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된 반면, 오
피스 공급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오피스시장의 여러 지표에 대한 장기간의 시계
열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등 체계적인 정보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급측면이 공실률과 임
대료 등 부동산 시장의 각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
다. 특히 중대형 오피스 시장의 측면에서 오피스

공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균형조정 과정을
분석한 바가 없어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한 오피
스 공급의 시장영향력에 대한 분석과 예측 모델
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오피스 공급이 임대시장에서 공실률,
임대료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하여 오
피스 임대시장 분석에 공급변수가 고려되지 않거
나, 대용변수(상업용 건축허가 또는 착공면적)를
사용하던 것을 중․대형 오피스를 대상으로 순수
한 오피스 공급량만을 추출하여 만들어진 공급량
이 직접 오피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
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오피스 빌
딩의 초과 공급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 공
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서울시 오피스 시장
분석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관투자자나 펀드투
자자들에게 필요한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에 대한
예측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관 투자
자, 자산운용사 및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의사결
정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서울 도심 중대형 오피스 공급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분석기간은 공급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던 2003년 1/4분기부터 2013년 4/4
분기까지 총 44분기로 설정하여 11년간의 시계열

1) 메이트플러스에서는 오피스 빌딩을 규모별로 구분할 때 편의상 연면적이 9,917㎡(3,000평) 미만인 빌딩을 소형으로, 9,917∼33,058㎡(3,000∼
10,000평) 미만인 빌딩을 중형으로, 33,058㎡(10,000평) 이상인 빌딩을 대형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 분류를 따랐다.
2) 메이트플러스 마켓 포커스, 2014.0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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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사용하였다.
둘째, 오피스 시장은 서울의 3대 하부시장만을
분석대상으로하였으며도심권역(Central Business
District: CBD), 강남권역(Gangnam Business
District: GBD), 여의도권역(Yeouido Business
District: YBD), 기타지역(Others Business District:
Others)으로 세분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오피스 빌딩을
연면적 9,917㎡(3,000평) 이상의 중대형 오피스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3).
3,000평 이하의 소형 오피스는 신뢰성 있는 일
관성을 확보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으며, 연면
적이 큰 중․대형 빌딩이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오피스 빌딩 수요자 중 안정적인 임차
인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투자
대상으로 중형 이상의 빌딩을 선호한다. 본 연구
의 목적이 향후 기관 투자자나 펀드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오피스 시장에 대한 예측력을 확보하기 위
한 것이므로 주 수요자에게 선호되는 중형 이상의
오피스 빌딩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오피스 빌딩의 임
대계약 형태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기본적인 계약
형태로 적용하고 있는 보증부 월세로 한정하였고
이를 전환한 환산임대료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세환산율이 확인되는 빌딩은 당해 전세환
산율을,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하여 확인되지 않
는 빌딩은 비록 하부시장별로 전세환산율이 차이
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하여12%의전세환산율을적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범위를 가지고 서울시 및 하부권역

별 오피스 시장의 임대료와 거시경제변수와의 관
계, 임대료와 공실률과의 관계, 오피스 재고의 공
급과 공실률과의 관계를 하부시장별로 동태적으
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변수들의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검정을 실시하고,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s Causality Model)을 통하여 변수
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이어 VECM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벡터오차수정모
형)을 통하여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시
행하여 한 변수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다른 변수
로의 파급효과를 서울시 전체와 권역별로 설명하
였다. 분석을 위한 계량프로그램은 EViews 8.0을
사용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2000년대 중반까지 서울시 오피스 시장에 대한
연구는 주로 헤도닉 모형을 이용하여 임대료에 영
향을 주는 변수들, 특히 임대료의 공간적 차이를
야기하는 변수나 헤도닉 변수 영향력의 시간적 변
화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횡단면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 임대료의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력을 확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외에서는 임대료 조정 메커니즘과 오피스 시
장의 여러 변수의 조정을 통한 시장 균형을 밝히
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특히, DiPasquale
D. and W. C. Wheaton(1996)은 4분면 모형을 통

3) 오피스 시장에서 빌딩을 규모별로 구분할 때 편의상 연면적이 9,917㎡(3,000평) 미만을 소형으로, 9,917∼33,058㎡(3,000∼10,000평) 미만을
중형, 33,058㎡(10,000평) 이상을 대형으로 분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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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론을 구축하고
수요, 임대료, 가격, 공급의 모형을 구분하여 균형
에 이르는 메커니즘을 설명하였다.
P. Hendershott and B. MacGregor and R. Tse
(2002)는 런던오피스 시장의 임대료 조정과정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단기와 장기에서 오피스 시장
조정 과정을 도출하고 오차수정모형(ECM)을 사
용하여 임대료 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ECM을 이용한 분석방법이 예측력이 뛰어나고,
이자율이나 부동산의 리스크프리미엄 등을 파악
할 필요가 없으며, 공실률 측정이 없이도 설명력
이 뛰어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
였다.
국내에서 본격적인 시계열자료와 이를 활용한
분석은 이상경 외(2009)의 연구 이후 다양한 연구
가 이어졌다. 이들은 1991년 1분기부터 2008년 3
분기까지의 71분기의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권역
별로다중회귀모형을구축하고시계열분석을시행
하였다. 독립변수로는 GDP, 회사채수익률, M2, 환
율, 오피스 취업자 수, 종합주가지수, 상업용 건축
허가연면적등을사용하여, 서울시오피스임대료
는4분기전의GDP가증가할수록, 11분기전 취업
자 수가 늘어날수록 3분기 전의 건축허가면적이
증가할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경민․김준형(2010)은 공실률 모형과 임대
료 모형을 결합한 2SLS모형을 이용하여 이자율,
경제성장률, 공실률, 임대료를 변수로 외부적인
충격이 서울의 오피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하였다. 이들은 이자율과 실질GDP 성장률 변동에
대하여 3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시나리오에 따라 오피스의 실질임대
료는 최저 -2%에서 최고 0.3% 범위 내에 존재하
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수정․조주현(2010)은 VECM을 이용하여
서울 부동산 시장의 Cap Rate가 거시경제변수 중
회사채, 부동산 관련 변수로는 오피스공급의 영향
을 받으며, Cap Rate Spread는 거시경제변수 중
KOSPI, 부동산 관련 변수 중 오피스 공급의 영향
을 받고 있음을 설명하였는데, 거시경제 변수인
회사채와 KOSPI의 설명력이 부동산 관련 변수들
에비해절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난다고하였다.
양영준․임병준(2012)은 DiPasquale D. and
W. Wheaton의 4분면 모형이 서울시 오피스 공간
시장과 자산시장에도 적용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들은 임대료, 오피스 매매가격, 상업용 건축물
착공면적, 실질 경제성장률, 회사채수익률을 변수
로 VECM을 이용하여 충격반응과 분산분해분석
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오피스 임대료에 충격이
오면 서울시 오피스 매매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매매가격에 충격이 오면
상업용 건축물 착공면적에는 2기와 4기에만 ‘양’
의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으로 ‘음’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4분면 이론과는 다른 결과가 도
출되었으며, 경제성장률, 이자율의 충격은 4분면
모형의 이론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전해정(2012)은 1999년 3분기부터 2012년 1분
기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 도심, 강
남, 여의도권의 오피스임대료, 공실률과 이에 영
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와의 동학적 상관관계
를 VECM을 이용하여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지역별로 차이는 존재하였으나
임대료는 실질국내총생산 충격에 ‘양’, 공실률에
‘음’, 회사채수익률에 ‘양’의 반응을 나타내었고, 공
실률은 임대료에 ‘양’, 취업자 수에 ‘음’, 상업용 건
축물 건축허가면적에 ‘양’의 반응을 보여 이론모
형과 실증분석결과는 대부분 일치한다고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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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와 같이 시계열 분석을 활용한 국내 오피스
시장 분석 시도들은 대부분 시장을 잘 설명하고
있으나 오피스 공급에 관한 변수로 대용 변수인
상업용 건축물 허가 면적 또는 상업용 건축물 착
공 면적4)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피스만의 공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급변수로 허가 또
는 착공면적이 아닌 준공된 건축물의 준공일을 기
준으로 한 공급량 자료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경
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변수는 고용과 소득의 변
동으로 공간 수요를 변화시켜 직 간접적으로 부동
산 공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
므로, 경제변수 중 실질국내총생산(GDP)과 사무
직 노동자수가 임대료와 공실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요약하여 본 연구의 선행연구
와의 차별점은 오피스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시장
의 분석에서 오피스 공급(Stock)데이터를 확보하
여 그동안 고려되지 않은 공급을 변수에 포함한
모형으로 분석하였고, 서울시 전체와 권역별 데이
터를 집계하여 권역별로 분석을 시행한 것을 들
수 있다.
·

2. 임대료 및 공실률 모형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오피스 임
대료는 공실률, 실질국내총생산(GDP)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실률이 하락하면 임
대료에는 양(+)의 영향을 미치며, 반대로 공실률
이 상승하면 음(-)의 영향을 줄 것이다. 김경민․

박정수(2009)는 미국이나 영국의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오피스시장에서도 시장공실률
의 증가나 감소가 실질임대료의 하락 또는 상승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시 공실률과 임대료 간에
조정메커니즘이 존재함을 밝혔다. 또한, 실질국내
총생산의 증가는 고용의 증가로 이어져 오피스 수
요를 자극하게 되고 임대료에 양(+)의 영향을, 반
대의경우는음(-)의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1)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실률은 사무직 취업자 수
와 임대료, 공급량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에서는 사무직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공실률에는 음(-)의 영향을, 임대료가 높을수록
공실률에는 양(+)의 영향을, 오피스 공급량의 증
가는 공실률에 양(+)의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
여 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상경 외(2009)는 오피스 공급량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연면적을 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전해정(2012)은 건축허가면적(상업용)을 공
급량 지표로 삼아 임대료와의 인과관계를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건축허가면적 등 대용변수
대신 중․대형 오피스빌딩만을 대상으로 임대시
장에 재고로 공급되는 면적을 산출하여 공급량 변
수로 사용하였다.
       

(2)

4) 상업용 건축물 허가 또는 착공면적은 국토교통부가 집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을 말하며, 세부 시설별로 집계된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업무시설에는 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한 오피스 공급 지표로서의 역할에 무리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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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모델의 구성

1. 연구모형 및 변수 선정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피스 재고의
공급은 공실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공실률은
다시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임대료
는 오피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와
공실률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한 오
피스 공급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시차를 감안한 동태적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서울시 오피스 공급은 서울시 오피스 공
실률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서울시 사무직 취업자 수는 서울시 오피
스 공실률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서울시 오피스
임대료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서울시 오피스 공실률은 서울시 오피스
<표 1> 대상변수의 선정
변수
정의
RENTSBD
서울 전체 임대료
VACSBD
서울 전체 공실률
SUSBD
서울시 오피스 누적공급량
RENTCBD
도심권역 임대료
VACCBD
도심권역 공실률
SUCBD
도심권역 오피스 누적공급량
RENTGBD
강남권역 임대료
VACGBD
강남권역 공실률
SUGBD
강남권역 오피스 누적공급량
RENTYBD
여의도권역 임대료
VACYBD
여의도권역 공실률
SUYBD
여의도권역 오피스 누적공급량
GDP
실질 국내총생산(계절조정)
Worker
서울시 사무직 취업자 수

임대료에 영향을 미친다.
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
용한변수는오피스임대료(RENT), 공실률(VAC),
누적공급량(SU)과 거시경제변수인 실질국내총생
산(GDP), 사무직 취업자 수(Worker)이며, 하위
세부권역별 분석을 위하여 거시경제변수를 제외
한 임대료, 공실률, 누적공급량은 서울시 전체
(SBD), 도심권역(CBD), 여의도권역(YBD), 강남
권역(GBD)으로 구분하였다(표 1 참조).
서울시 오피스 임대료와 공실률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없어 종합 부동산 자산
관리회사인 메이트플러스에서 중대형 오피스 빌
딩으로 분류되는 자료만을 추출하여 가공한 자료
를 사용하였다. 특히, 누적공급량은 선행 연구에
서는 오피스 공급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대용 자
료로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상업용 건축물 건
축허가 면적이나 착공면적 등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재고량을 계산할 때 기존 재고량에서
당해 분기에 멸실, 리모델링 등의 비임대 물량을
단위
천원/3.3m2
%
3.3m2
천원/3.3m2
%
3.3m2
천원/3.3m2
%
3.3m2
천원/3.3m2
%
3.3m2
십억원
명

출처
메이트플러스
메이트플러스
메이트플러스, 신영에셋
메이트플러스
메이트플러스
메이트플러스, 신영에셋
메이트플러스
메이트플러스
메이트플러스, 신영에셋
메이트플러스
메이트플러스
메이트플러스, 신영에셋
한국은행 통계 자료
서울시 통계 자료

서울 도심 중․대형 오피스 공급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1

차감하고, 당해 분기에 새로이 준공된 물량(리모
델링의 준공을 포함한다)을 준공일 기준으로 더
하여 산출된 데이터로 재고물량을 산출하였다.
2.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03년 1/4분기부
터 2013년 4/4분기 사이의 44분기 데이터로 기
초통계량은 다음 <표 2>와 같다.

준에서 유의확률(p-값)이 크다면 이는 귀무가설
(H0: 시계열에 단위근이 존재한다)을 채택하게
되고 그 반대면 귀무가설이 기각됨을 의미한다.
시계열 자료에 대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수준변수에서 단위근이 존재하여 임대료
(RENT), 공급량(SU), GDP(GDP) 사무직 취업
자 수(Worker)는 시계열 자료에 자연로그를 취한
후1차차분하고시계열자료를안정적(Stationary)
시계열로 변환하여 사용하였으며, 공실률(V)은
로그변환 없이 1차 차분하여 활용하였다. 양영준
임병준(2012)에 따르면 자연로그를 차분하면 증
가율의 근사치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계열
자료에 자연로그를 취한 후 차분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

Ⅳ.

실증분석

1. 단위근 검정

경제시계열 자료는 계절적 추세나 확률행보에
따라 불안정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실증분석모
형 구축 전에 시계열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을 검
증하는 단위근 검정방법인 ADF(Augmented
Dickey Fuller)단위근 검정방법을 사용했다. 단위
근 검정결과 검정통계량이 1%, 5%, 10% 유의수
<표 2> 기초통계량
변수
RENTSBD
VACSBD
SUSBD
RENTCBD
VACCBD
SUCBD
RENTGBD
VACGBD
SUGBD
RENTYBD
VACYBD
SUYBD
GDP
Worker

평균
65559.84
0.037549
6904623
75858.86
0.040691
1981851
69476.56
0.03174
2374830
51483.48
0.033706
1170339
292784
4923318

표준편차
4327.536
0.019609
822631
4376.502
0.025702
192510.4
5951.683
0.015515
239714.1
5052.928
0.029594
65510.89
293642
104679.7

2. 시차분석

실증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VAR모형에 대한
시차(time lag)를 결정하여야 한다. 변수들의 시
차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카이케 정보기준(Akaike
information criteria, 이하 AIC)과 슈워츠베이지
최대값
72,637
0.085083
8,421,140
84,824
0.098022
2,387,052
76,807
0.067508
2,709,436
57,993
0.120150
1,351,694
350,505
5,158,000

최소값
57,315
0.006117
5,765,706
68,962
0.004563
1,758,899
56,980
0.007084
1,979,467
43,353
0.003237
1,098,411
233,781
4,7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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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보기준(Schwartz Bayesian criteria, 이하
SC)을 대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SC기준이 안정
적인 1개의 최소값을 가지므로 SC기준을 사용하
였다.
3. 공적분 검정

시계열이 단위근을 가질 경우에는 공적분검정
을 통하여 변수들 간에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있는
지 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해정(2012)에
의하면 공적분 관계는 불안정 시계열이 선형결합
했을 때 선형결합의 결과물이 안정적인 시계열일
경우를 말한다. 불안정한 시계열 변수들 간에 공
적분 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분시계열을
이용해 회귀분석을 하면 변수들 간의 장기적인 균
형관계를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차분시계열을 사용하여 회귀분
석하되, 변수들 간의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보여주
는 오차수정항을 설명변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VECM은 공적분 이론에 근거해 불안정한 변수들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할 경우 모형 속에 오차
<표 3> 서울시 공적분 검정 결과

수정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변수들 간의 장기적인
균형관계를 반영시킨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들 간의 공적분 관계를 판
단하기 위하여 Johansen 검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서울시 전체, 도심권역, 강남권역, 여의도권역의
공적분 검정 결과, 가설검증을 위한 변수 간의 관
계에서 모두 5% 유의수준에서 공적분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설검증을 위한
모든 변수를 VECM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서울시 공적분 검정 결과
만 제시한다(<표 3> 참조).
4.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본 연구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한 가설인 서울
시 전체와 권역별로 오피스 공급과 공실률, 사무
직 취업자 수와 공실률, 실질국내총생산(GDP)과
임대료, 공실률과임대료간의관계에서인과관계를
검정하기위하여그랜저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랜저인과관계 검정은 경제변수들의 관계에서

trace 검정
변수
귀무가설 1
귀무가설 2
(γ=0)
(γ=1)
공급량-공실률
20.2018***
0.0071
공급량-임대료
29.0489***
8.4914
공실률-임대료
18.0240***
0.0020
GDP-공급량
20.7482***
0.7013
GDP-공실률
26.2532***
0.0177
GDP-임대료
25.6437***
5.6899
취업자수-공급량
22.4435***
0.1281
취업자수-공실률
17.1530**
0.2266
취업자수-임대료
50.1610***
15.0624***
GDP-취업자수
20.4228***
0.0339
주: *, **, ***은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함

maximum. eigen-value 검정
귀무가설 1
귀무가설 2
(γ=0)
(γ=1)
20.1946***
0.0071
20.5575***
8.4914
18.0221***
0.0020
20.0468***
0.7013
26.2355***
0.0177
19.9538**
9.1645
22.3155***
0.1281
16.9263**
3.8415
35.0986***
15.0624***
20.3889***
0.0339

서울 도심 중․대형 오피스 공급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3

인과관계의 방향을 검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
법으로, 한 경제변수가 다른 경제변수의 움직임을
유발시키는 원인변수인지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1) 서울시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서울시 오피스 공급량은 시차가 3일 때 <표 4>
에서와 같이 서울시 공실률에 대하여 10% 유의수
준에서 그랜저인과하며, 서울시 공실률은 서울시
공급량에 그랜저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오피스 공급량이 서울시 오피스 공
실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오피스 공급
은 공실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증명하였다
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취업자 수는 시차가 4일 때 서울시 공실
률에 5% 유의수준에서 그랜저인과하며, 서울시
취업자 수는 서울시 공실률에 그랜저인과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취업자 수는 서울
시 공실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 임대료는 실질국내총생산에 그랜저인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반대로 서울시
<표 4> 서울시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결과
Null Hypothesis Lags F
Prob
공급량≠>공실률
2.47206 0.0598*
3
공실률≠>공급량
1.30644 0.2703
취업자수≠>공실률
3.03382 0.0164**
4
공실률≠>취업자수
1.92293 0.1035
GDP≠>임대료
0.51240 0.6137
3
임대료≠>GDP
5.58316 0.0008***
공실률≠>임대료
0.59409 0.6188
3
임대료≠>공실률
2.82119 0.0373**

임대료가 실질국내총생산에 1% 유의수준에서 그
랜저인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과는 반대
로 서울시 임대료가 실질국내총생산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서울시 공실률은 서울시 임대료에 그랜저
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서울시
임대료가 시차3에서 서울시 공실률에 5% 유의수
준에서 그랜저인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또
한, 가설과는 반대로 서울시 오피스 임대료가 서
울시 공실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피스 공급과 사무직 취업자 수는 공실률에 영향
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국내총생산
및 공실률과 임대료 간의 인과관계는 도출되지 않
았다. 이는 여러 원인 중에서도 임대인이 공실률
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명목 임대료
를조정하지않은것이가장큰요인으로판단된다.
2) 도심권역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도심권역에서는 <표 5>에서와 같이 공급량은
공실률에 대하여 그랜저인과하지 않으며, 공실률
또한 공급량에 그랜저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도심권역 오피스 공급량이 도심권역 오
피스 공실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오피스 공급은 공실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표 5> 마지막 두 줄에
계산된 공급량과 임대료의 그랜저인과관계에서는
공급량이 시차 1에서 임대료에 10% 유의수준에
서 그랜저인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심에
서는 공급량이 공실률에 영향을 주기 전에 임대료
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시 취업자 수는 시차가 2일 때 도심권역 공
실률에 10% 유의수준에서 그랜저인과하며, 도심
권역 공실률은 서울시 취업자 수에 그랜저인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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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도심권역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결과
Null Hypothesis Lags F
Prob
공급량≠>공실률 5 1.31185 0.2555
공실률≠>공급량
1.29935 0.2608
취업자수≠>공실률 2 2.76991 0.0627*
공실률≠>취업자수
1.48731 0.2260
GDP≠>임대료 3 0.83120 0.4764
임대료≠>GDP
8.58247 0.0000***
공실률≠>임대료 1 2.73367 0.0983*
임대료≠>공실률
1.79929 0.1798
공급량≠>임대료 1 2.90379 0.0884*
임대료≠>공급량
0.66627 0.4144

<표 6> 강남권역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결과
Null Hypothesis Lags F
Prob
공급량≠>공실률
3.10570 0.0780*
1
공실률≠>공급량
1.99877 0.1574
취업자수≠>공실률
1.06213 0.3638
3
공실률≠>취업자수
5.64837 0.0007***
GDP≠>임대료
1.06983 0.3625
3
임대료≠>GDP
5.27042 0.0012**
공실률≠>임대료
1.20722 0.3053
3
임대료≠>공실률
0.54312 0.6528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 취업자 수는
도심권역 공실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실질국내총생산은 도심권역 임대료에 그랜저
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도심권
역 공실률은 시차1에서 도심권역 임대료에 10%
유의수준에서 그랜저인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심권역 임대료는 도심권역 공실률에 그랜저인
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도심권역에
서는 공실률이 임대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증명되었다.

서울시 취업자 수는 강남권역 공실률에 그랜저
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권역 공
실률은 서울시 취업자 수에 10% 유의수준에서 그
랜저인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과 반대의 결과
가 도출되었다. 강남권역에서도 임대료 관련 변수
들은 그랜저인과관계가 없거나 반대의 결과가 도
출되었다.

3) 강남권역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강남권역 오피스 공급량은 시차가 1일 때 <표
6>에서와 같이 강남권역 공실률에 대하여 10% 유
의수준에서 그랜저인과하며, 강남권역 공실률은
강남권역 공급량에 그랜저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남권역 오피스 공급량은 강남권
역 오피스 공실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오피스 공급은 공실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증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여의도권역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여의도권역 오피스 공급량은 시차가 1일 때
<표 7>에서와 같이 여의도권역 공실률에 대하여
1% 유의수준에서 그랜저인과하며, 여의도권역 공
실률은 여의도권역 공급량에 그랜저인과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의도권역 오피스 공급
량이 여의도권역 오피스 공실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오피스 공급은 공실률에 영향을 미
친다는 가설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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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여의도권역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결과
Null Hypothesis Lags F
Prob
공급량≠>공실률
23.61151 0.0000***
1
공실률≠>공급량
1.59918 0.2060
취업자수≠>공실률
3.66546 0.0117**
3
공실률≠>취업자수
0.81397 0.4859
GDP≠>임대료
0.02703 0.9940
3
임대료≠>GDP
0.45522 0.7136
공실률≠>임대료
1.92385 0.0730*
6
임대료≠>공실률
0.82803 0.5479

서울시 취업자 수는 시차가 3일 때 여의도권역
공실률에 유의수준 5%에서 그랜저인과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여의도권역 공실률은 서울시 취업
자 수에 그랜저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질국내총생산과 여의도권역 임대료는 상
호 간에 그랜저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국내총생산이 임대료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
은 분석기간의 여의도권역 오피스 시장에서는 적
용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의도권
역 공실률은 10% 유의수준에서 임대료에 그랜저
인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피스 공실률이 임대료
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증명하였다.
그리하여, 여의도권역 오피스 시장에서는 분석
기간에 4가지 가설 중 실질국내총생산이 임대료
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가설이 증명되었다.
5)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종합

이상과 같이 서울과 하부권역에 대하여 그랜저
인과관계를 검정한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 <표 8>
과 같다.

<표 8>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결과 종합
Null Hypothesis 서울 도심 강남 여의도
공급량≠>공실률 유의
유의 유의
공실률≠>공급량
취업자수≠>공실률 유의 유의
유의
공실률≠>취업자수
유의
GDP≠>임대료
임대료≠>GDP 유의 유의 유의
공실률≠>임대료
유의
유의
임대료≠>공실률 유의
공급량≠>임대료
유의
임대료≠>공급량
* (유의)는 그랜저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귀무
가설이 기각됨을 의미함

첫째, 공급량이 공실률에 그랜저인과하는지 검
정한 결과는 도심권역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심은 공급량이 공실률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그랜저인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취업자 수가 공실률에 그랜저인과하는지
에 대한 결과는 강남권역을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남권역은 서울시 취업자 수
의 변동에 공실률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실질국내총생산이 임대료에 그랜저인과
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모든 권역에서 반대 또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실률이 임대료에 그랜저인과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도심과 여의도권역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강남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서울시 전체로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종합하면, 그랜저인과관계를 검정한 결과 공실
률 관련 변수들은 대체적으로 가설과 동일한 결과
를 보였으나, 임대료 관련 변수들은 실질국내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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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경우에는 모든 권역에서 전해정(2012), 양영
준․임병준(2012)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
냈다.
임대료에 대하여 공실률 변수는 도심과 여의도
권역에서 10% 유의수준으로 임대료에 그랜저인
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남권역은 귀무가설
을 기각하지 못하여 그랜저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로도 그랜저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전반적
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강남권역에서는 공실률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단기적으로는 명
목임대료를 조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실
증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5)
5. VECM을 이용한 충격반응분석과 분산
분해 분석

1) 충격반응분석

공적분 검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설에 포
함된 모든 변수에 공적분이 존재하므로 VECM을
구축하여 변수들 간의 파급효과를 충격반응분석
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전해정(2012)에 의하
면 충격반응분석은 VECM 추정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VECM의 추정계수를 바탕으로 내생변수의 현재
와 미래값에 대한 오차항 중 하나에 대한 1표준편
차 충격(one standard deviation shock)의 효과를
추적한다. I번째 변수에 대한 충격은 I번째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역동적 구조를
통해 모든 내생변수들로 충격이 전달된다.

<그림 1>은 가설에 따라 변수들이 영향을 받는
다고 예상되는 각 변수에 미치는 영향 즉, 공급→
공실률, GDP→임대료, 사무직취업자 수→공실
률, 공실률→임대료 모형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VECM모형 추정 결과와
충격반응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량과 공실률 간 분석에서는 변수의
순서는 공급량 → 공실률 순서로 하였다. 충격반
응분석에서 공급량 1단위 충격에 대해 공실률은
여의도권역에서 가장 크게 지속적으로 양(+)의
반응을, 도심권역도 양(+)의 반응을 보였고 강남
권역은 초기 음(-)의 반응을 보이다 7기 이후 지
속적으로 양(+)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여의도권
역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충격의 파급 효과가 점
점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여의도권역은 대규
모 공급에 따른 공실률 불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실질국내총생산과 임대료 간 분석에서는
변수의 순서는 실질국내총생산 → 임대료 순서로
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충격반응분석에서 실질국
내총생산 1단위 충격에 대해 임대료는 모든 권역
에서 지속적인 양(+)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오피스빌딩 임대료가 경제변수의 영
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해정(2012),
양영준 임병준(2012)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
를 보이고 있다.
셋째, 사무직취업자 수와 공실률 간 분석에서는
변수의 순서는 사무직취업자 수 → 공실률 순서로
한 모형을 구축하였다. 충격반응분석에서 사무직
취업자 수에 충격이 오면 공실률에는 도심권역과
·

5) 조선비즈, 2013.11.13., “강남의 오피스 불은 꺼져도 임대료는 안 꺾인다” 제호의 기사에서 강남과 여의도의 공실률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강남지역에 많은 회사가 판교 등 서울외곽으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오히려 올라가는 기현상을 취재하였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선호도가 높은 프라임급 빌딩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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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역에서 모두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여
의도 권역에서는 2기에만 음(-)의 영향을 미치고
3기부터 전반적으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충격반응그래프를 보면 강
남권역은 다른 권역에 비하여 서울시 취업자 수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공실률과 임대료 간 분석에서는 변수의
순서는 공실률 → 임대료 순서로 한 모형을 구축
하였다. 충격반응분석 결과 공실률에 충격이 오면
임대료는 강남권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음(-)의 반
응을 보였으나, 도심권역에서는 지속적인 양(+)
의 반응을, 여의도 권역에서는 5기까지 음(-)의
반응을 보이다가 6기부터 지속적으로 양(+)의 반

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기간에 장기적인 큰 폭의 공급이 없었던
강남권역은 공실률이 상승하면 임대료는 하락한
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도심권역
과 여의도권역은 공실률 충격에 대하여 반대의 결
과를 가져왔다.
2) 분산분해분석

분산분해분석은 충격요인들이 내생변수의 변동
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를 나타낸다(<표 9> 참
조). 공급량과 공실률 간의 분석에서는 서울지역
공실률 자체의 예측오차 설명력은 단기 100%에
서 장기 91.29%로 낮아졌다. 도심권역은 단기

주: 1)左 右 서울시, 도심권역, 강남권역, 여의도권역 順
2)上 下 공급→공실률, GDP→임대료, 사무직취업자수→공실률, 공실률→임대료 충격 順
<그림 1> 서울시 오피스시장 충격반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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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분산분해 분석

(단위:%)
V.D
of
공실률
V,D
of
임대료
V.D
of
공실률
V.D
of
임대료
구 분 기간 공급량 공실률 GDP 임대료 취업자 공실률 공실률 임대료
0.00 100.00 18.64 81.36
0.00 100.00 7.56
92.44
서울 단기
장기 8.71
91.29 57.28 42.72
1.81
98.19
6.20
93.80
41.86 58.14
7.90
92.10
0.01
99.99
0.15
99.86
도심 단기
장기 60.59 39.41 35.69 64.31
3.86
96.14 12.64 87.36
0.01
99.99
2.34
97.66
0.76
99.24
0.62
99.38
강남 단기
장기 5.60
94.40 35.97 64.01 10.91 89.09 30.69 69.31
1.68
98.32
5.57
94.43
2.59
97.41
5.05
94.95
여의도 단기
장기 80.40 19.60
4.46
95.54
7.82
92.18
6.83
93.17
주. 1) 단기 1기, 장기 20기를 나타냄. 시차별 분산분해분석표는 <부록 2> 참조
2) 분산분해분석 시 Cholesky Ordering은 좌측변수→우측변수 순임
3) 표시값은 두 변수 중 우측변수의 분산분해값(Variance Decomposition: V.D)을 나타낸 것임

58.14%, 장기 39.41%, 강남권역은 단기 99.99%,
장기 94.40%, 여의도권역은 단기 98.32%, 장기
80.40%로 모든 지역에서 장기로 갈수록 설명력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급량의 설명력은
모든 지역에서 장기로 갈수록 높아졌는데, 특히
여의도권역에서는 단기 1.68%에서 장기 80.40%
로, 도심권에서도 단기 41.86%에서 장기 60.59%
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여의도권역과 도
심권역에서의 공급증가가 장기로 가면서 높은 예
측오차 설명력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국내총생산과 임대료 간의 분석에서는 서
울지역 임대료 자체의 설명력은 단기 74.29%에서
장기62.59%로낮아졌다. 도심권역은단기89.67%,
장기 79.73%, 강남권역은 단기 88.22%, 장기
86.56%, 여의도권역은 단기 92.82%, 장기 92.30%
로 도심권역에서만 실질국내총생산의 설명력이
장기로 갈수록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의도권
역과 강남지역은 장기에서 각각의 설명률에 차이
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여의도권역과

도심권역에서는 실질국내총생산의 예측오차 설명
력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시취업자 수와 공실률 간의 분석에서는 서
울지역 공실률 자체의 설명력은 단기 100%에서
장기 98.19%로 나타났다. 도심권역은 단기
99.99%, 장기 96.14%, 강남권역은 단기 99.24%,
장기 89.09%, 여의도권역은 단기 97.41%, 장기
92.18%로 나타났으며, 이는 취업자 수의 공실률
에 대한 설명력이 단기와 장기 모두 크게 높아지
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실률과 임대료 간의 분석에서는 서울지역 임
대료 자체의 설명력은 단기 92.44%에서 장기
93.80%로 나타났다. 도심권역은 단기 99.86%, 장
기 87.36%, 강남권역은 단기99.38%, 장기69.31%,
여의도권역은 단기 94.95%, 장기 93.17%로 공실
률의 설명력이 강남권역에서는 단기 0.62%에서
장기 30.69%로 장기로 갈수록 높아졌고, 도심권
역에서는 단기 0.15%에서 장기 12.64%로 소폭 높
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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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증분석 소결

변수들의 단위근 검정 결과 단위근이 존재하여
로그변환 및 1차 차분하여 시계열의 안정성을 확
보하였으며, 공적분 검정 결과 공적분이 존재하여
VECM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어떤 변수가 어떤 변수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
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랜
저인과관계 검정 결과 서울시 오피스 공급은 오피
스 공실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하부권역별로는 도심권역이 인과관계가 없고,
강남권역은 인과관계가 있으며, 여의도권역은 인
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부권역별로도 대
체적으로 오피스 공급은 오피스 공실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도심권역은 오피
스 공급과 공실률 간에 그랜저인과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오피스 공급과 임대료와의 관계에
서 공급이 임대료에 그랜저인과하는 것으로 나타
나 임대료 변수가 공실률 변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대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는 분석 기간 도심권역에서 기관이 참
여한 대형빌딩 위주의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착공
전 또는 공사 중에 사전 임대수요를 상당부분 확
보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오피스임대시장에서의공급에따른재고(Stock)
의 증가가 발생하였을 때 순흡수가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공실률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위의 분
석결과는 오피스 공급과 공실률 간에 서울시 전체
와 하부권역별로도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을 실증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VECM을
통한 충격반응분석에서도 공급 한 단위 충격에 대
하여 초기에는 음(-)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양(+)의 반응을 보였다. 분산분해분
석에서도 모든 시장에서 시차가 지날수록 오피스
공급의 예측오차 설명력이 높아졌다.
서울시 사무직 취업자 수 또한 서울시 공실률
에 그랜저인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부권역별
로도 도심, 여의도권역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
다. 충격반응분석에서도 서울 전체로는 초기 음
(-)의 영향을 보이다 5기 후 양(+)의 반응을 보
였으며, 여의도권역에서는 초기에 음(-)의 반응을
보이다 3기 후 양(+)의 반응을 보였고, 도심권역
은 2기 후에 약한 양(+)의 반응을 보이며 ‘0’에 가
깝게 지속되었다. 분산분해분석에서도 취업자 수
는 장기로 갈수록 취업자 수의 설명력이 커지기는
하였으나그설명력은미미한수준으로상승하였다.
실질국내총생산(GDP)와 임대료 간의 관계에
서는 실질국내총생산이 임대료에 그랜저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실률과 임대료 변수에
서도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결과 서울시는 공실률
이 임대료에 그랜저인과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러나 하부시장별로는 도심권역과 여의도권역
에서는 공실률이 임대료에 10% 수준에서 그랜저
인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충격반응분석에서
서울시와 여의도권역에 공실률 충격에 대하여 단
기에 음(-)의 반응을 보이다가 양(+)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분해분석 결
과 장기로 갈수록 공실률의 분산에 대한 설명력이
미미하게 상승하였다.
이상과 같이 공급측면을 고려하여 오피스 임대
시장을 분석한 결과 분석기간의 공급-공실률 관
계 및 서울시 사무직 취업자 수-공실률 관계에서
는 이론이 실증적으로 잘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실질국내총생산-임대료, 공실률-임대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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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오피스 임대료가 공실
률 상승에도 단기적으로는 쉽사리 조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V.

결론

2010년 이후 서울 도심에서 급증한 오피스 공
급에 따라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과 예측
이 요구되는바, 본 연구에서는 오피스 공급 측면,
특히 임대시장에서의 재고(Stock)의 증가가 임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실률 및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시경
제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여 VECM으로 분석하였
다. 오피스 공급측면을 고려하여 오피스 공간 임
대시장의 분석결과, 가설로 설정한 분석기간의 공
급-공실률 관계 및 서울시 사무직 취업자 수-공실
률 관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있고, 균형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실질국내총생산-임대료, 공실률-임대료의 관
계에서는 하위 권역별로 그랜저인과관계가 없거
나, 10% 유의수준에서 그랜저인과하는 등 낮은
수준에서 유의관계를 나타냈고, 서울시 전체로는
모두 그랜저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VECM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가설과 다른 결
론을 도출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오피스
임대인들이 오피스 건물 가격의 하락을 우려하여
공실률 및 경제변수의 변동에도 임대료를 쉽사리
조정하지 않고 명목임대료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오피스 시장은 공급측면의
충격이 왔을 때 공실률이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

내고 있었으나, 공실률 및 경제변수의 충격에 대
해 임대료는 단기적으로는 낮은 수준으로 반응하
거나, 반응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2014년에도 상당한 물량의 오피스가 공급되는
등 공급초과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도 초과공급 현상이 해소되지 않아 공실
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장기적
으로는 임대료 변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으로 예측해 본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량 데이터의 구득이 어려워 2003년
1/4분기부터 44분기의 데이터만으로 분석을 시행
하였고, 전체 오피스 중 소형오피스를 제외한 중
대형 오피스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향후
전반적인 공급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서울시 전체
오피스 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공급량 데이터
생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세환산율은 대부분 실제 전세환산율을
적용하였으나,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전세환산율
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 데이터는 일률적으로 12%
의 전세환산율을 적용하였음을 밝혀둔다.
셋째, 본 연구는 오피스 임대시장을 분석대상으
로 삼고 있으며, 오피스 자산시장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오피스 시장의 균형조정과
정은 오피스 임대시장과 자산시장을 연결하여 분
석하여야 하므로 향후 자산시장을 포함한 후속연
구가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오피스시장이 도심, 강남,
여의도로 대별되는 3대 권역 외에 상암DMC 등을
포함한 기타권역 물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
히 서울 남부권(특히 강남권역)의 오피스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하고 있는 분당 판교권역이 확대되
어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 3대 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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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향후 기타권
역과 분당 판교권역을 포함한 연구가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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