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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택 부동산 시장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도시의 사회·경제적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매우 복잡한 시장이다. 주택시장의 변화는 사

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주택시장을 이해

하고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정확히 관찰하기 위해 부단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의 핵심은 복잡한 

시장 속에서 동질의 시장을 적절히 추려내는 것과 그 경기변동을 예측하

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복합인 기재에 의해 작동하는 이질적 

시장 속에서 동질성이 강한 하위시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떠한 방법으

로 그 미래의 변화를 예측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택시장을 다루는 데 있

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빅데이터와 데이터마이닝 방법론을 

이용하여,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을 유사한 가격 및 가격변화 움직

임을 보이는 수 개의 하위시장으로 나누고, 각 하위시장의 향후 가격변

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1) 시계열 군집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동조적 가격변화 패턴을 보이

는 하위시장을 정의하였다. 이후, 2)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

제 변수와 군집별 가격변화에 따른 서울 및 하위시장의 가격을 모형화하

고, 미래의 가격변화를 예측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를 사용하

였으며, 2006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00만 건의 서울 및 수도권 아

파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규모

별 구분을 적용하여 각각을 최소 분석단위로 삼았으며, 최종적으로는 거

래가 빈번한 1,912개의 사례가 사용되었다. 시계열 자료를 위한 군집 분

석에는 분할법(Partitioning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유사성 척도로는 

Global Alignment Kernel(GAK), 중심 추출에는 Partitioning Around 

Medoid(PAM)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격예측을 위하여서는 순

환신경망모형의 장단기기억(Long Short Term Memory, LSTM) 알고리즘 

등의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군집 분석을 통한 하위시장 구분의 결과 서울 및 수도권 시장은 총 7개



로 구분되었으며, 이 중 3개의 하위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4개의 시장

은 서울 외 지역 및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은 서울 동남권(강남, 서초, 송파구), 서울 소형, 서울 중대형, 서울 

동북권(도봉, 노원구), 신도시 중소형, 신도시 중대형, 수도권 소형으로 

단순화하여 표현될 수 있다. 서울 경계 외에는 지리적 인접성보다 규모

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으나, 서울의 동남권과 동북권의 경우에는 규모

에 따른 차이보다 지역적 동질성이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각 하

위시장은 (단위면적당) 가격 및 가격변화 패턴에서 구분되는 명확한 차

이를 보였다.

 서울 및 하위시장의 미래가격변화 예측과 관련하여서는 주택가격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거시경제 변수와 주택가격지수 및 거래량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12개월간의 자료를 통해, 동일 시점 배경자료가 없

는 1개월 후의 가격을 예측하도록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 및 모든 하위시장에 대하여 우수한 예측성능을 확인하였

으며, 1개월 후의 가격변화에서 2018년 말 시작된 가격하락이 계속 이어

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시장 및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도권의 공동주택 하

위시장 정의가 가진 현실반영의 문제점을 밝히고, 시장의 역동을 반영하

여 동질성과 효율성을 가진 새로운 하위시장 정의를 제시했다는데 의의

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

하고,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u 주요어: 주택 부동산, 아파트, 하위시장, 가격예측, 군집 분석, 인공신경망, 

LSTM

u 학번: 2014-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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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주택 부동산 시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시장의 규

모 자체가 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거시경제와 도

시의 물리·사회적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움직이는 복잡한 시장이

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해함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사회의 요소요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역설한다. 그 때문에 경제적, 정책적 차

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학문의 영역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부단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고, 이러한 노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 부동산 시장을 이해한다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

만, 복잡한 시장 속에서 동질의 시장을 적절히 추려내는 것과 그 경기변

동을 예측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에서 동질의 시장이라 

함은 그 시장의 대표적인 물건을 통해 다른 물건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고, 그 가격변화 또한 예측 가능한 수준 내에 있는 하위시

장이라 할 수 있다. 

주택시장은 여러 층위의 하위시장으로 세분되어있다. 말하자면 아파트 

시장은 단독주택 시장과 그 성격이 다르며, 강남의 아파트 시장은 파주

의 그것과 같게 다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강남 

집값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 다른 지역에는 시장침체 등 피해

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핀셋 규제’를 표방했던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세분된 시장들 사이에 수요나 가격 역동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차별

적인 부동산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주

택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하위시장 구분과 해석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 

주택 하위시장은 다른 하위시장과는 이질적이면서도 동일 하위시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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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대체적인 주택시장을 의미한다(정건섭·이상엽, 2007). 주택 하위

시장에 대한 정의는 주택정책의 실효성 재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정보이

다(김주영·우경, 2004). 하위시장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전제된다면, 주

택공급을 비롯한 주택정책에 따른 파급의 평가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공간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엽적인 시장의 과열이나, 시

장의 이상 현상을 포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실적이고 객관적

인 주택 하위시장 구분을 위해서는 실제 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 가격 중

심의 분석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하위시장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 단위의 시장 구

분의 합리성도 검증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감정원에서는 서울

의 아파트 시장을 도심, 동북, 서북, 서남, 동남권의 5개 권역으로 나누

어 가격변화 지수를 관찰한다. 그보다 세밀한 단위에서는 시군구를 기준

으로 하위시장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 대부분의 연구나 시장에서 통용

되는 기준 역시 행정경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동일 시군

구 또는 인접한 시군구 군집 내의 아파트가 동질성을 가지고 있음을 가

정한 것이다. 그간 이러한 가정에 대한 평가나 실재하는 하위시장과의 

비교 등이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편의성 때문

에 행정경계 중심의 하위시장 구분이 통용됐다. 따라서 실제 시장의 움

직임을 반영한 정밀한 주택 하위시장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존

의 기준과 비교하여 주택 하위시장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의

가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부동산 실거래자료에 주목하였다. 국토교

통부는 주택 부동산 실거래 전수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경우만 하더라도 2006년부터 100만 건 이상의 실거래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방대한 양의 자료는 최신의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방

법론이 부동산 시장분석에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데이터마이닝은 

대규모의 자료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인 방법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정보를 찾아내는 기술로, 최근 빠르게 발전하면서 IT산업 전반의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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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고 있다. 그간 주택시장 연구는 자료 구득의 어려움으로 경험과 

직관, 이론적 접근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최근 거래자료 등의 축적과 공

개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분석에도 데이터마이닝이 적용될 여지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 방법을 통하여 주택 

하위시장을 추출하고, 그 가격 동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방대한 양의 부동산 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파트 

시장에서 1) 동질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하위시장을 파악하고, 2) 각각에 

대하여 미래의 가격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두 가

지를 목표로 하며, 각 목적에 적합한 방법론을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

였다.

첫째,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을 수개의 동질시장으로 세분화하

고자 한다. 

주택시장은 다양한 층위의 하위시장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주택시장의 분석에 있어

서 하위시장의 구분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 세분된 시장을 어떻게 파악

하느냐에 따라 실제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예측의 정확성이 달라지기 때

문이다. 그러나 시장의 복잡성 때문에 객관적 기준을 도출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 전문가의 직관에 의지하거나 행정경계에 따른 지역적 구분을 

사용해왔다. 공간적으로 인접한 아파트 사이에서도 그 가격변화가 상이

한 경우가 종종 관측되는 현실에서 행정경계를 기준으로 한 하위시장 구

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데이터마이닝 기술이 시장 

세분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자료중심(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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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driven) 관점에서 시계열 군집분석(Time-series Clustering) 방법론을 

이용하여, 규모에 따라 구분된 아파트 단지 단위에서 실거래가격 자료가 

보여주는 하위시장 구분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각 하위시장 미래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지향은 주택시장의 변화를 정교하게 예측하는 것

이다. 가격예측은 단순히 주택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를 위해서만 요구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시장을 안정화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이다. 하위시장의 파악은 시장예측에 있

어서 가격변화에 대한 노이즈를 줄이고, 공간적 세분화를 위한 선결적 

작업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모형을 사용하여 서울 및 각 하위

시장에 대한 가격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이러한 연구 목적하에서, 본 연구는 공간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아

파트 매매시장을 다루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활용

하여, 시간적으로는 자료가 제공되는 200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단, 수도권에 존재하는 모든 아파

트가 아닌 해당 기간 사이에 거래가 꾸준히 발생한 경우만을 분석의 대

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거래가 연속적이지 않은 일부 대상은 분석에서 제

외되었다. 또한, 해당 기간(2006년~2019년) 내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었거

나, 신축된 아파트 또한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4장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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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구성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분석에 앞선 이론검토 내용으로 주

택 하위시장과 관련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주택 및 아파트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하위시장 분

석 및 가격예측 결과에 대한 해석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이어지는 4장과 

5장은 연구의 본론에 해당하는 분석 내용을 다루고 있다. 5장에서는 첫 

번째 연구목표인 주택 하위시장 파악과 관련하여 시계열 군집 분석 방법

을 통해 서울 및 경기도의 아파트 시장을 7개의 하위시장으로 구분하였

다. 6장은 두 번째 연구 질문인 미래 가격예측에 대한 것으로 인공신경

망 모형을 활용해 서울 전체 시장을 비롯해 7개의 하위시장의 향후 가격

변화를 예측하였다.

[그림Ⅰ-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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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주택 하위시장에 관한 연구

1) 주택시장의 특성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은 하나의 상품으로 존재한다. 경제적인 재화

로서 여타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거래되며,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생산되고 거래된다. 그러나 주택이 가지는 특유의 성격으로 인해 주택이 

거래되는 시장인 주택시장은 일반적인 완전 경쟁 시장과 차이를 보인다. 

주택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이다. 현대 도

시에서 주택은 단순히 피난처, 안식처로서의 기능 외에도 사회 속의 개

인을 증명하는 요소로 역할 한다. 주소 없이는 개인이 정상적인 사회생

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때문에 주택은 공공재 또는 사회재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관리의 대상이 된다. 정부

는 한정된 토지 및 주택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시장실패 예방을 위해 

가격통제, 공공주택 공급, 세제 및 주택 금융1)에 대한 직간접적인 조정

을 통해 시장에 개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자주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주택시장은 거시적·미시적 경제 환경과 인구·가구구조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시장 안정화

를 위한 정부의 정책 역시 시장에 충격을 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요소

로 작용해왔다. 불안정성(instability)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주택시장의 높은 불안정성은 수요공급관점의 특징과 관련이 있다. 특

히, 주택의 공급은 물리・구조적인 이유로 비탄력적(inelastic)으로 작동하

기 때문에, 수급균형의 달성이나 수급불균형의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

지기 어렵다. 일반적인 경쟁 시장에서 수요증대에 의한 가격상승은 추가

1) 주택은 필수적인 재화 중 가장 고가이고, 가구소득을 고려할 때에도 고가이기 때문에 
금융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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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공급을 유발하고, 이에 따라 가격과 수요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

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경우 주택건설이 가능한 택지공급의 문제나 토지

이용규제 등 도시계획적 이유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택의 높

은 내구성도 비탄력적인 공급의 원인 중 하나다. 내구성이 높다는 것은 

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주택시장에서는 신규 공급되

는 물량이 전체 거래 가능 물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공급이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수요에 반응하는 충분한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

지기까지는 의사결정과 건설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요

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탄력적인 공급은 국지적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주택시장에서 공급은 수요에 반응하기보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기

존의 시장구조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주는 요

인으로 작동한다.

주택시장의 수요와 관련해서는 보다 복잡한 역학이 작용한다. 주택시

장은 도시에 거주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있는 규

모가 큰 시장이다. 동시에 주택은 필수적인 소비재 중 가장 고가의 재화

이다. 때문에 주택은 가구의 자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017년 

현재 국내 가구의 전체 자산 가운데 74.4%2)가 주택이 주를 이루는 실물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주택이나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김준형, 2009). 이러한 특성 탓에 주택

은 거주 목적을 넘어 자산으로의 의미가 두드러지고, 투자재로서의 성격

을 강하게 보인다. 이와 관련해 Hamnett(1992)은 ‘주택 구입 및 거주는 

가장 수익성 높은 투자 중 하나(Whitehead, 1979)3)’, ‘많은 가구가 저

축을 통해 평생 모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수익을 주택시장에서 수년 내에 

얻는다(Pahl, 1975)4)’는 언급을 인용하면서 주택은 부의 저장고(store of 

2) 2017,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3) Whitehead, C. (1979). Why owner occupation. CES Review, 6, 33-41. Hamnett 

(1992: 307)에서 재인용
4) Pahl, R. E. (1969). Whose city. New Society, 13(330), 120-122. Hamnett(1992: 

30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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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일 뿐 아니라 (그것을 창출하는) 원천(source of wealth)이라고 지

적하였다.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투자재인 탓에 주택시장의 수

요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탄력적으로 반응한

다. 이에 더해 소비(실거주) 수요와 투자수요가 공존하는 특성 때문에 의

복의 경우와 유사하게 필수재인 동시에 사치재의 성격을 동시에 보이기

도 한다. 예컨대, 주택의 가격상승이 오히려 주택구매에 대한 수요를 불

러일으키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이러한 현상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는 

소비 수요와 투자수요를 분리해내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요가 시장의 상

황에 일관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주택시장에 존재하는 다양

한 수요그룹과 관련이 있다. 주택시장에는 자산, 소득수준과 같은 개인

의 사회경제적 성격, 생애주기 및 세대구성과 같은 가구특성 등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다양한 수요그룹이 혼재한다. 정치‧경제적 변화와 같은 

시장 외적 환경과 주택공급과 같은 시장 내적 환경에 서로 다르게 반응

하는 다양한 수요그룹의 상호작용에 따라 시장은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특성이 더 하나 있

는데, 주택의 공간적 고정성이 바로 그것이다. 공간적 고정성은 수요분

화에 영향을 주는 주택의 특성인 동시에 주택시장의 높은 불안정성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Galster(1996)와 Tu(2003)도 주택을 복합적인 

성격의 상품(complex commodity)으로 규정하면서, 주택시장은 공간적 고

정성(spatial immobility), 내구성(structural durability), 불균질성(또는 이질

성, heterogeneity)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질적으로 주택은 정해진 위치의 토지를 기반으로 생산된다. 

토지를 공간적으로 이동시킬 수 없듯이, 토지에 종속된 주택 또한 이동

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주택의 소비는 소비자인 사람의 이동으로 이루어

진다. 

주택의 공간적 고정성은 필연적으로 지역성과 외부성을 야기한다. 공

간적 고정성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지역성은 이후 논의될 주택 하위시장

의 형성과 관련된 주택시장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이다. 입지의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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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인해 주택은 공간적 제한을 가지며, 불가피하게 시장의 국지화된

다(하성규, 2006). 주택은 입지가 고정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시장이 국지적으로 형성되고, 단일의 주택시장이 전국단위의 

광역적 공간에서 형성되기 어렵다. 주택시장의 지역성은 동일한 주택서

비스라고 할지라도 지역, 환경 등의 지역시장별로 상이한 가격과 거래조

건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오윤경, 2015). 이러한 시장의 지역성은 지

역 간 수요-공급 차이를 발생시키고, 조정기능이 지리적으로 제한되어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한편으로 지리적 고정성은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외부효과(external effect)를 동반한

다. 주택서비스는 주택 그 자체의 효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주택을 포함한 주변 환경과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교통이

나 학군, 공원과 같은 친환경적 어메니티 등이 주택서비스의 가치를 판

단하는 기준이 된다. 때문에 주택과 인접한 지역에 관련 인프라가 입지

하는 경우 주택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입지가 고정된 주택은 주

변 환경에 무조건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연환경에서부터 타 경제주

체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다.

결과적으로 주택시장은 비동질적인(heterogeneous) 시장이다. 주택시장

은 동질적이지 않고 주택들은 입지, 구조, 재료, 건축년도에 이르기까지 

제각기 다른 특성을 보인다(Tu, 1997). 설령 동질의 물리적 조건을 갖춘 

주택일지라도 외부 환경의 영향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의 상품으로 취급

된다. 지역성도 주택시장의 이질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는데, 주택

의 지리적 고정성으로 인해 주택의 입지 및 주변 환경, 지역사회 등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품 간 이질성은 시장 내에서 대체가능 상품

의 범주를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위시장 분화에 역할

을 한다(Galst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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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의미

1 고가의 필수재 사회생활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동시에 고가의 
재화. 때문에 주택시장에서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

2 공공의 시장개입
(public intervention)

공공은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시장
에 적극적으로 개입함

3 불안정성
(instability)

거시경제와 정책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역 
이슈와 수요의 변화도 주택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침

4 공급의 비신축성
(inflexibility)

토지이용제한,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 주택의 내구성 
등이 원인이 되어 주택의 공급은 수요에 민감하게 반
응하지 못함

5 내구성
(durability)

주택은 내구도가 높은 재화로 인간의 생애주기에 비
추어 교체주기가 상대적으로 김

6 수요 혼재
(mixed demand)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에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공히 
작용하며, 개인에 따라 선호와 수요특성이 다양

7
공간적 고정성 및 지역성

(spatial immobility 
& regionality)

지리적 환경에 의존적. 통합된 시장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차이 존재

8 외부성
(externality)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 긍정적 또
는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외부효과 발생 가능성 높음

9 구성 상품의 이질성
(heterogeneity)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제각기 
다름

[표Ⅱ-1] 주택시장의 특징

2) 주택 하위시장의 개념과 의미

주택 하위시장의 존재와 그 중요성은 주거와 관련한 경제학 분야의 오

래된 화두 중 하나이다(Whitehead, 1999). 주택 하위시장의 정의를 통해 

복합한 주택시장에 대한 설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분석의 정확성이 재

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하위시장은 다른 하위시장과는 이질적이면

서 동일 하위시장 내에서는 대체적인 주택시장을 말한다. 달리 말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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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상품의 불균질성에 기반하여, 상호 간에 합리적 수준의 대체관계를 

형성하는 것들이 전체 시장 내에서 부분 집합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살핀 이러한 주택시장의 특성은 시장의 세분화와 이에 따

른 하위시장의 존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다시 말해, 주택 하위시장의 발생은 주택시장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다. 

특히, ⑨구성상품의 이질성은 주택시장을 본질적으로 하나의 시장이 아

닌 상호연관된 하위시장의 조합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된다. 

여기에 ⑦공간적인 고정성과 ⑧외부효과는 비균질적인 도시환경을 만들

어 공간에 따라 차별적인 수요를 야기한다. ①주택의 높은 가격은 경제

적 수준에 따라 수요시장을 분화시킨다. 이에 더하여 주택에 대한 저마

다 다른 가치판단 기준과 ⑥다양한 수요와 ③시장의 불안정성은 하위시

장의 복합적인 존재 양태를 설명해 준다.

그 중요성과 연구의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주택 하위시장을 설명하

는 단일하고 일관된 정의는 아직 없다. 공간적 제약에 의한 지역시장, 

즉 주택의 고정성, 이질성, 외부성 등에 의해 발생하는 주택시장의 공간

적 층화(stratification) 혹은 분화(segmentation)를 일컬어 하위시장(subma

rket)이라고 하는 시각이 일반적이나 다른 견해도 많다. Dale-Johnson(19

82)과 Grigsby(1963) 등은 하위시장이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지니며, 잠

재적 구매자에게 상대적으로 가까운 대체물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간적 인접성에 더하여 물리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Galster(1996)는 주택 하위시장이 지역성, 외부성, 

이질성 등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한 상이한 특성들의 묶음(package of ma

ny salient attributes)으로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Adair et al.(1996)도 

주택시장은 지역적, 구조적인 특성이 서로 구분되는 하위시장들의 집합

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Watkins(2001)는 단일 시장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law of one price)이 성립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주택 

하위시장을 소비자그룹(consumer groups)과 상품그룹(product groups)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였다. 주택유형과 입지 등의 특성으로 분절된 상품

으로서 주택그룹에 더해 분절되어 존재하는 다양한 수요그룹이 서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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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하위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위

시장에서 가상의 표준주택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

사실상, 주택 하위시장의 구체적인 정의와 그 구분 방법은 사용 목적

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Bourassa et al. 2003). 앞선 주택시장의 특성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 하위시장 구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경계가 존

재할 수는 없다. 결국, 주택 하위시장의 구분은 경향성의 문제이며, 선택

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하위시장을 규명하는 방법론에서는 통계

적 방법, 경험적 방법 등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한다. 특정 지리적인 범

주를 통해 정의(Palm, 1978; Straszheim, 1975)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위시장이 가진 특성으로 구분(Bourassa et al., 1999)하기도 한다. 또한, 

수요의 관점에서 소비자를 범주화하여 구분할 수도 있다(김성우, 2011). 

일반적으로 인구특성에 따라 주택 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나 가

구 구성, 생애주기 등도 그 기준이 될 수 있다. 주요 구분 기준은 다음

과 같다. 

기준 구분 예시

공간적 
특성

행정단위 주로 행정경계,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 기준적용 가능

지역 특성 도시/농촌, 학군

물리적 
특성

주택 유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오
피스텔 등

면적(규모) 소형, 중형, 대형 등

건축 시기 신규(분양)/중고/재건축, 건축 경과 연수

기타 건축물 구조, 난방방식 등

수요그룹 소득계층, 연령 및 생애주기, 가구원 수, 인종 등

점유형태 자가, 임대(전세, 월세) 등

[표Ⅱ-2] 주택 하위시장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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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에서의 주택 하위시장의 정의 

본 연구는 다양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에 집중하여, 아파트 매매시장 

내의 하위시장 구분을 주제로 하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

을 다루고,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소형, 중소형, 중대형을 구분하였다. 

동일 단지 내 동일 규모 아파트를 단일한 가격을 가지는 단위 상품으로 

가정하여, 이를 하위시장 구분의 원소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하여 단위면적당 가격 및 시간에 따른 가격변화 패턴을 기준으

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하위시장을 구분하였다.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기존의 주택 하위시장의 구분에서는 기준으로 흔히 사용되지 않았

던 기준이다.

하위시장
구분 기준

분석대상 선정 기준
분석 최소 단위

구분 기준

공간범위 주택 유형 점유형태 전용면적 규모

가격 및 
가격변화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
소형, 중소형, 

중대형

[표Ⅱ-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택 하위시장 구분의 기준

4) 주택 하위시장 분석 방법

하위시장의 구분의 의의는 연구대상의 동질성 추구에서 찾을 수 있다. 

주택시장이 연결된 하위시장들의 집합이라는 사실은 도시경제학자들의 

오랜 주장이다(Adair et al., 1996; Goodman, 1981; Anas and Eum, 1984). 

이는 주택시장이 하나의 모형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Goodman 

and Thibodeau(2007)는 세분화된 시장(하위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통계적 모델의 예측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노

력이 주택 구매자의 정보탐색 비용을 줄이는 한편 위험(risk)이 포함되게 

마련인 주택 금융에서 대출자와 투자자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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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서로 다른 헤도닉 가격(hedonic price) 모형을 가진 분리된 시장

들의 연속으로 구성된 주택시장(Straszheim, 1974)에서, 전체 시장을 단일

한 헤도닉 모형으로 분석할 경우 편향된 결과를 얻게 될 것(Michael and 

Smith, 1990)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Islam & Asami(2009)은 주택

하위시장 분석이 주택가격예측, 적절한 마케팅 전략의 수립, 주택시장 

구조의 이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이러한 주택 하위시장 분석에 있어서 선행연구들은 그 분석 목적에 따

라 하위시장을 정의하고 추출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회귀모형을 비롯한 통계적 계량모형을 이용한 방

법이다. Ball and Kirwan(1977)은 Bristol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

력, 재산수준, 이민자 여부 등의 인구 통계적 변수와 주택 재고 변수를 

사용한 다변량 분석을 통해 동질적 속성을 가진 군집을 분류하였다. Dal

e-Johnson(1982)은 명확한 주택가격 추정을 위하여 주거 변수와 지역(nei

ghbourhood) 특성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하위시장을 

구분하였다. Goodman and Thibodeau(1998)는 주택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균일한 지역들을 특정하기 위하여 위계적 방법(hierarchical methods)을 

사용해 주택 하위시장을 정의하고, 하위시장들의 정보를 적용해 헤도닉 

가격 모형을 도출하였다.  McCluskey and Borst(2011)은 회귀모형에 지리

적 인접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 공간적 가중치를 적용한 공간가중회귀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를 사용해 대규모 감정평가 

환경에서 하위시장의 지리적 경계를 정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군집분석 방법

을 사용하였는데, 관련하여서는 Abraham et al.(1994)는 가격변동률에 대

한 K-means 군집분석으로 미국 30개 대도시에 대한 시장 구분을 시도한 

바 있다. Bourassa et al.(1999)는 주성분(principal-component)분석과 군집

분석을 결합한 통계적 방법을 통해 하위시장을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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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집분석을 이용한 주택 하위시장 분석 및 연구 차별성

주택하위시장 관련한 과거의 많은 연구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하위시장

을 구분하는 것 효과적이라 평가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

위시장의 개념과 하위시장 구분 방법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

았다. 또한, 하위시장 구분에 어떤 변수를 이용해야 하고, 몇 개의 하위

시장으로 나누는 것이 (또는 단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

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아 있다(김주영·우경, 2004).

최근에는 군집분석 또는 이와 유사한 분석기법을 활용해 주택 하위시

장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Peng et al.(2014)는 주택가격 시

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time-warping functions을 사용한 기능적 주성분 

분석(functional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FPCA)을 적용하여, 유사한 

변화를 보이는 지역을 추려내고자 하였다. 1998년 12월부터 2013년 7월

까지 미국의 19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해당 연구에서, 시계열 자

료 내에서 안정적인 인플레이션과 등락요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Time-wa

rped 모델이 활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장별 가격 성장 패턴을 파악하였

다.

박운선(2012)은 서울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군집 분석을 시행하여 하위

시장을 구분하고, 각 하위시장의 가격 결정함수에 어떤 특징 또는 차이

가 존재하는지를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동 단위를 기준으로 서울

의 아파트 시장을 4개의 하위시장으로 구분하였으며, 2009년의 단위면적

당 실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군집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비계층

적 군집화 알고리즘인 K-means를 적용하였다. 하위시장의 경우 강남/북

의 고/저가 지역으로 구분하여 하위시장별로 가격 평가함수에 차이가 있

음을 실증하였다.

이홍석(2018)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와 같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를 이용하여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군집 분석을 진행하

였다. 단지별 가격흐름의 유사성을 정량화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목적으

로 한 해당 연구는 Dynamic Time Warping 알고리즘을 적용한 계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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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김경외·정성도(2017)는 가격지수의 도출을 위해 군집 분석을 활용하

였다. 가격 변동성이 가장 유사한 군집의 회귀식 정보를 활용한 선형회

귀대체법(linear regression imputation)을 사용하여 아파트 실거래가격 정

보 상에서 나타나는 결측치를 추정하고, 추정된 결측치를 반영하여 행정

구 단위의 군집별 실거래가격지수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계층적 군집 분

석 방법을 택한 해당 연구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일반적인 유사성 척도를 사용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김민경(2018)은 가격결정 예측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한 연구에서 가격

결정모형을 적용할 대상을 k-means와 euclidean distance 기반의 ward 

계층적 군집모형을 통해 설정하였다.

김재직(2015)은 서울시 64개 동 내의 아파트 전용면적별 실거래 매매

가 자료로 군집을 산출하였다. 해당 연구는 계층적 기법을 사용하였으

며, 확률기반의 누적밀도함수를 사용하였다.

연구구분 분석대상자료 분석단위 군집분석 방법 거리척도

박운선
(2012)

단위면적당 거래가격
(단일시점)

행정동 partitional K-means

김재직
(2015)

규모, 단위면적당 
거래가격(단일시점)

행정동 hierarchical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김경외·
정성도
(2017)

단위면적당 
거래가격(시계열)

행정동 hierarchical euclidean 

김민경
(2018)

거래량과 
거래가격(단일시점)

자치구 hierarchical euclidean 

이홍석
(2018)

단위면적당 
거래가격(시계열)

아파트 단지
-> 자치구 

partitional DTW

[표Ⅱ-4] 주택시장 군집분석과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 분석



- 17 -

본 연구는 군집 분석을 활용한 주택 하위시장 구분과 관련하여, 분석

의 단위를 아파트 단지까지 세밀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데서 기존

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연구

단위로 삼고 있는 행정동(또는 법정동)이 분석의 단위로 적합하지 않음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동이라 

할지라도 상이한 조건과 가격변화 양상을 보이는 아파트 단지들이 섞여 

있어 동을 대표하는 값에 왜곡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의 

시간적 변화를 군집 분석의 기준으로 삼고 이를 위하여 시계열 군집 분

석에 적합한 군집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진일보하였다. 

2.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주택가격과 관련한 연구는 그 수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루는 주제와 방

법에서도 상당히 폭이 넓다. 수많은 요인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효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을 설명하는 

유일한 이론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 변수의 효과도 실증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거시적인 시장의 구조와 그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적인 변수에 

집중하기보다 하위시장 구분을 통한 연구가 효과적일 수 있다. 하위시장

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미시적 수요요인들의 복합적인 작

용의 결과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중심적(data-driven)으로 하위시

장을 도출함으로써,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입지, 주변 환경, 교육, 

교통 등의 세부적 요인들은 가격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단, 

하위시장의 가격예측을 위해 하위시장과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지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실증연구들을 참고하면, 주택가격과 거시경제의 관계 분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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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국내총생산(또는 성장률), 금리, 주가지수, 물가지수(인플레이션), 통

화량, 환율 등이 변수로 사용된다. 국내 연구에서는 전세가격지수, 건축

허가면적(주택공급), 거래량 등도 변수로 활용되고 있다.

1) 국내총생산과 주택가격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해당 국가의 경제를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은 주택가격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실증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가 확인되는데 국내총생산과 부동산 시장과의 

관련성을 연구 박철(2002)은 그랜저 인과관계분석을 통해 국내총생산의 

변동이 주택가격의 변동에도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으며, 차문중(2004)

도 국내총생산과 주택매매가격의 상관성을 실증한 바 있다. 국내총생산

의 증가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고, 이는 곧 가격상승으로 이

어진다. 한편, Pigou의 자산 효과(wealth effect)는 그 역의 관계도 성립

함을 설명한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자산가치 상승에 의한 소비의 증가

가 나타나고, 소비의 증가는 결국 총생산과 연결되면서 주택가격은 거시

경제와의 연계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송인호, 2015). 결과적으로 국

내총생산과 부동산 시장의 변동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2) 금리과 주택가격

이러한 주택가격과 거시경제의 상호연관성은 부동산 시장에서 촉발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5) 이후 그 관심의 정도가 한층 높아졌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그것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정책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통화량과 금리와 같이 부동산 시장에 영

향을 주는 거시경제의 효과가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먼저, 금리

의 영향을 보면, 금리의 상승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 수요 감소를 

5) 2007년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들이 파산하면서 시작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
태(subprime mortgage crisis)는 이후 세계경제 시장에 타격을 주면서 세계금융위기
를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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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친다. 금리의 하락은 반대의 이유로 주택가격 상승을 야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영수(2008)는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대상으로 한 구조

적 벡터자기회귀(SVAR) 모형을 통해 금리(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 상승

이 주택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하였다. 최희갑·임병준(201

1)도 동일한 자료와 방법론을 통해 금리(CD금리) 변동의 충격이 소득 변

화보다 주택가격에 즉각적이고 강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3) 통화량과 주택가격

통화량 역시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일반적으

로 통화량의 증가가 금리 인하로 연결되어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고, 증

대된 유동성이 주택건설을 비롯한 부동산 경기 전반에 활력을 주는 메커

니즘으로 설명된다(윤재호, 2015). Goodhart and Hofmann(2008)은 17개 

산업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패널벡터자기회귀(Panel-VAR) 분석을 통해 

통화량이 신용과 주택가격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주택시장이 활황일 

경우 통화량 충격에 대한 영향의 정도가 더 커짐을 실증하였다. 이에 앞

서 Lastrapes(2002)도 미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통화공급이 증가할 

때 주택가격과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4) 물가와 주택가격

물가와 주택가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소간 논쟁적인 측면이 있다. 

물가의 상승은 화폐가치를 떨어트리기 때문에 인프레이션 헷지의 목적에

서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수요가 증대된다(김진 외, 2007). 그러나 

명목소득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가계의 실질소

득이 감소해 주거비에 대한 부담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도 

예상이 가능하다. 때문에 물가의 변동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과 부정의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때문에 실증의 결과에서도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광택(1996)은 주택가격과 물가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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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분석한 반면, 김경환 등(2001)은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지가의 

상승이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동시에 물가의 상승도 시차를 두고 주택가

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연구자 지역 분석방법 주요변수 

Beltrati & 
Morana
(2010)

G7 국가 FA-VA
R

소득(실질 GDP), 소비(민간), 투자(민간), 물가(소비자
물가지수), 금리(단기금리), 환율(실질), 석유가격(실
질), 주택가격(실질), 주식가격(실질)

Ceruti et al
(2017)

미국, 영국 
등 53개국

Panel
-Probit

주택금융(가계신용), 주택가격, 소득(1인당 실질 
GDP), 금리(미연방기금 금리), 물가(소비자물가지수)

Goodhart & 
Hofmann

(2008)

미국, 영국 
등 17개국

Panel
-VAR

소득(실질 GDP), 물가(소비자물가지수), 금리(단기), 
주택가격, 통화량(M2), 신용(은행 민간부문)

Hofman
(2003)

미국, 독일 
등 20개국 VECM

신용(실질 은행대출), 자산가격(실질 주택가격), 금리
(실질 단기금리), 소득(실질 GDP)

Lastrapes
(2002) 미국 VAR

통화량(실질 M1), 금리(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 
3개월물 재무증권 수익률(3-month treasury bil 
rate), 소득(산업생산지수), 주택가격(실질)

Tilman
(2013)

한국, 홍콩 
등 아시아 

6개국

Panel
-VAR

자본유입(GDP 대비 순자본유입), 소득(실질GDP), 물
가(소비자물가지수), 환율(실질), 자산가격(실질 주택
가격, 실질 주식가격), 금리(단기·장기)

[표Ⅱ-5]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해외 연구 사례

연구자 지역 분석방법 주요변수 

김용순·이경애
(2011) 수도권 Granger

Causality
주택매매지수(수도권), 전세가격지수(수도권),
생산자물가, 국고채수익률, 실질GDP, 종합주가지수

김진 외
(2007)

서울, 6대 
광역시 VAR 주택매매가격, 회사채수익률, 주택자금대출, 전국주택

매매가격

박연우·방두완
(2012)

전국,
서울,대구, 
부산,광주

VECM
주택가격(아파트가격지수), 대출(예금은행 지역별 총대
출액), 소득(GDP), 물가(소비자물가지수), 통화량(M2), 
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주택 인허가 수 

손종칠
(2010) 전국 Bayesian 

VAR
소득(GNI), 소비(실질 민간 + 정부 소비지출), 물가
(GDP디플레이터), 환율, 주택가격(전국주택 매매가격
지수), 금리(Call 금리), 통화량(M2) 

[표Ⅱ-6] 거시경제와 주택시장 국내 연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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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신러닝을 통한 주택 가격예측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과 인공신경망 모형의 두 가지 데이터마이닝 

방법론이 사용되었다.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은 대용량의 자료에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민성욱, 2017). 구체적으로

는 의미 있는 패턴 및 규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

여 대량의 자료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Berry and Li

noff, 1997).

주택가격 예측과 관련하여서는 축적된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

닝을 이용한 연구들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먼저, 이형욱(2008)은 전국 

및 7개 대도시의 주택가격지수에 대하여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한 예측 모

델링을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기법으로 ARIMA 모형

과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1986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해 예측값을 실제값과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는 가격

지수의 변화가 급격한 경우 ARIMA 모형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나고, 완

만한 경우에는 인공신경망 모형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성욱(2017)은 주택가격 모델링과 관련하여 머신러닝 기법의 다양한 

이영수
(2008) 전국 SVAR

주택가격(전국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금리(3년 만기 회
사채 AA- 수익률), 통화량(M1), 물가(소비자물가지
수), 소득(산업생산지수), 소비(소비판매액지수)

전수민·이기성
(2016)

전국, 
강북, 강남 SVECM

자산가격(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종합주가지수),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소득(산업생
산지수), 금리(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

전해정·박헌수
(2012) 서울 VECM 주택가격(아파트 매매가격지수), 통화량(M2), 유동성

(주택담보대출)

정규일
(2006) 전국 VECM 주택가격(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주식가격(종합주가지

수), 소득(GDP), 유동성(민간대출금, M1, M2, M3)

최희갑·임병준
(2011) 전국 SVAR 소득(산업생산지수), 물가(소비자물가지수), 주택가격

(실질 전국아파트매매가격지수), 금리(CD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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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비교분석 하였다. 앞선 이형욱의 연구와 유사하게 거시경제 변수

를 이용하여 서울의 아파트 가격지수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존의 

선형회귀모형과 머신러닝 방법론인 서포트 백터 머신(Support Vector Ma

chine, SVM),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모형을 각각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조유나 외(2017)는 아파트 가격 결정에 대하여 전통적인 헤도닉(Hedoni

c) 모형과 인공신경망 모형을 비교하였다.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준공년도, 세대수,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등의 단지 정보를 반

영하여 헤도닉 모형과 인공신경망 모형의 가격 추정 성능을 비교하였을 

때 인공신경망 모형이 더 우수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방법론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형욱
(2008)

ARIMA, ANN(다층 퍼셉트론) 주택가격지수 거시경제지표 

민성욱
(2017)

SVM, Random Forest, ANN(다층 
퍼셉트론)

주택가격지수 거시경제지표 

조유나 외
(2017)

Hedonic, ANN(다층 퍼셉트론) 아파트 가격 헤도닉 변수

[표Ⅱ-7] 주택가격예측 국내 연구 사례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동산 시장분석에 있어서 머신러닝 기법, 특

히 인공신경망 모형의 적용은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술적 

완성도가 아직은 갖춰지지 않은 영역이다. 기술적 측면의 진보는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 및 부동산 분야에서는 

이를 적용하는 입장에 가깝다. 적용과 관련해 가장 유사하게는 주식시장

(stock market)을 다루는 경제학에서 학술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주식시장에 대한 신경망 이론 적용의 성과를 주택시장에 바로 이식하

는 데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 시계열적 가격 변화 자료라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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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자료가 주가 자료와 유사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량과 

관측주기 차이에서 기인한 자료량의 차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장 고유의 특성 등의 차이 등을 무시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다층 퍼셉트론 모델을 적용한 기존의 연구들

과 달리 시계열 모델링을 위해 개발된 인공신경망 모형인 순환신경망 모

형을 적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그뿐만 아

니라 early stop 기법 등 신경망 모형의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초매개변

수 설정을 위해 개선된 방법들을 적용하여 예측성능을 재고하고자 하였

다. 또한, 연구의 구성 측면에서 기존의 광역적 아파트 가격지수 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군집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군집 단위 가

격지수를 반영하여 결과값의 의미를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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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시장현황

1. 수도권의 주거 공간구조

아파트 시장에 대한 군집 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의 주거 공간구조 현황을 파악하였다. 

1) 수도권 인구분포

2018년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약 2.6천만 명의 인구가 거주

하고 있다. 약 5.2천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에 전국인구의 1/5, 경기도에 1/4이 살고 있다. 서

울의 면적이 대한민국 면적의 약 0.6%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서

울의 인구집중 정도를 실감할 수 있다. 서울의 면적은 약 605㎢로 1㎢당 

약 1.6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보다 인구가 1.3배 이

상 많지만, 면적은 17배 넓어 인구밀도 측면에서는 서울에 크게 못 미친

다. 인천도 도서 지역 등 도시와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서울과 비교해 

인구밀도가 낮다.

구분 인구(명) 면적(㎢) 인구밀도(명/㎢)

전국 51,826,059 100% 100,364 100%   516

수도권 25,797,418 49.8% 11,855 11.8%  2,176

서울 9,765,623 18.8% 605 0.6% 16,135

인천 2,954,642 5.7% 1,063 1.1%  2,779

경기 13,077,153 25.2% 10,187 10.1%  1,284

자료: (인구)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2018년, (면적) 국토교통부, 지적통계 2017년

[표Ⅲ-1] 수도권의 인구 및 면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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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상으로 보면 경기도의 인구밀도가 서울보다 현저히 낮지만, 실제

적인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비도시화 지역에 의한 통계 값의 왜곡에 주의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인구가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

고, 인천과 경기도의 경우 지역적 불균질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및 주택유형별 분포를 시각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반

경 500m의 육각형 조각으로 나눈 지도(Hexagonal grid map)를 사용하였

다. 행정구역 경계를 사용할 경우 인구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상당수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분포 패턴을 관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반

면, 공간 단위가 균일한 격자 지도를 사용할 경우 공간 단위의 임의성 

[그림Ⅲ-1] 수도권 인구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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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Modifiable Areal Unit Problem, MAUP)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20

16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집계구별 통계를 육각형에 면적비

율로 배분하여 표현하는 방식으로 가공하였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와 중구를 위시한 도심지역과 그린밸트와 연접한 

서초구 내곡동 일대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높은 밀도로 인구가 

분포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인구가 집중적으

로 분포하고, 대부분의 지역은 인구밀도가 아주 낮다. 인천은 동부와 남

부(계양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일부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구분
Hexagon 
수 (개)

면적
(㎢)

전체 면적 
대비 

비율(%)

서울 892 579 96

인천 331 215 20

경기 1788 1,161 11

 * 반경 500m 기준
   인구밀도 약 1,540명 

[표Ⅲ-2] 인구 1,000명 이상 거주 
Hexagon

 
[그림Ⅲ-2] Hexagon(R 500m)당 

1,000명 이상 거주 지역

위의 지도 [그림Ⅲ-2]는 위의 인구 지도에서 1,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육각형만 추려낸 것이다. 반경 500m인 육각형의 면적은 약 0.65㎢로, 인

구밀도를 기준으로 보면 1,540명/㎢ 이상인 지역들이다. 결과를 보면, 서

울의 경우 전체 면적의 96%에 해당하는 지역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인

천과 경기도의 경우, 각각 전체 면적의 20%, 11%만이 해당 조건을 만족

하는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의 약 2배 가까운 면적에 

인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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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유형별 공간구조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이다. 주

택은 크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그리고 아파트로 구분된다. 

세대에 따른 구분소유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된

다. 

주택의 종류에 따른 주택 수를 살펴보면, 전체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시장이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중심성은 비단 서울 수

도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아파

트는 전체 주택의 61%를 차지하고 있다([표Ⅲ-3] 참조). 1980년대 초까지

만 해도 10% 안팎에 불과하던 아파트6)는 1990년대 이후 빠르게 늘어 현

재에 이르고 있다. 오히려 서울이 아파트 비율 면에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수치를 보인다. 서울의 경우 연립과 다세대주택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다. 경기도는 높은 아파트 비율을 보인다. 아파트가 전체 주택 

중 68%로 서울과 비교해 10%p나 많은 수치다. 

(단위 : 호)
거처 구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거처 계 16,631,713 2,968,129 974,275 3,968,066

주택 계 15,857,866 100
% 2,773,502 100

% 912,099 100
% 3,754,848 100

%

단독주택 3,653,375 23 328,543 12 95,469 10 490,307 13

아파트 9,705,743 61 1,618,846 58 573,368 63 2,567,285 68

연립주택 438,242 3 108,531 4 22,470 2 112,141 3

다세대주택 1,867,719 12 688,742 25 213,370 23 553,208 15
비거주용건물내주택 192,787 1 28,840 1 7,422 1 31,907 1

주택 이외의 거처 773,847 194,627 62,176 213,218

오피스텔 440,239 157,832 46,880 115,786

출처: 통계청, 주택총조사 2017

[표Ⅲ-3] 거처(주택)의 종류별 수 

6) 통계청의 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주택 수 대비 아파트 비율은 1980년 7.0%, 
1985년 1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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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측면에서 보면, 기숙사나 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거처가 존

재하여 주택에서보다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주

택 수에서는 건축물당 하나로 계산되지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는 그보다 

많아 거주 인구 역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

려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의 인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주

택시장에서 아파트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본 연구의 대상지 중 하나인 경기도의 경우에는 아파트 거주비율이 

전체 인구의 60%로 그 중심성이 더 강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Ⅲ-4]  참

조)

(단위 : 명)

거처 구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거처 계 50,653,051
100
%

9,606,021
100
%

2,880,237
100
%

12,648,782
100
%

주택 계 48,043,859 95 9,146,217 95 2,711,592 94 11,986,931 95

단독주택 14,069,023 28 2,388,084 25 429,968 15 2,543,222 20

아파트 27,456,347 54 4,603,354 48 1,665,748 58 7,578,658 60

연립주택 1,144,454 2 300,933 3 58,974 2 303,391 2

다세대주택 4,600,799 9 1,682,685 18 525,413 18 1,416,771 11

비거주용건물내주택 773,236 2 171,161 2 31,489 1 144,889 1

주택 이외의 거처 2,609,192 5 459,804 5 168,645 6 661,851 5

오피스텔 714,148 1 233,258 2 95,191 3 197,660 2

출처: 통계청, 주택총조사 2017

[표Ⅲ-4] 거처(주택)의 종류별 거주인 수 

각각의 주택 유형은 분포에 있어서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인다. 단독주

택의 경우 인천과 경기도 전역에 산개하여 낮은 밀도로 분포하고 있으

며, 인천 구도심과 서울 서남부, 서울 동북부에 밀도 있는 분포가 확인

된다([그림Ⅲ-3]).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주로 서울과 인천에서 밀도

가 확인되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두드러지지 않는다([그림Ⅲ-4, 5]).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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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분포는 앞서 확인한 인구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그림Ⅲ-6]). 

전체 주택 중 아파트의 높은 비중과 인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아파트

라는 주택유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결과와 같다. 특히, 경기도

의 경우에 인구집중과 아파트 분포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Ⅲ-3] 수도권의 단독주택 분포

 

[그림Ⅲ-4] 수도권의 다세대주택 분포

[그림Ⅲ-5] 수도권의 연립주택 분포

 

[그림Ⅲ-6] 수도권의 아파트 분포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16년)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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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아파트 공급은 많은 경우 택지개발에 기반한 크고 작은 신도

시의 형성과 관련되어있다. 다음의 [그림Ⅲ-7]은 아파트 분포밀도와 경기

도 지역의 주요 신도시 지역을 나타낸 것으로, 아파트 밀도가 두드러지

는 대부분의 지역을 아우르고 있다. 이후 군집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림Ⅲ-7] 경기도 아파트 분포와 주요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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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가격의 공간구조

서울 및 경기도의 아파트 시장은 공간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격분포를 

보인다. [그림Ⅲ-8, 9]은 단위면적당 가격의 평균을 단계구분도로 표현한 

것으로 각각 2014년 1분기와 2018년 1분기의 가격분포를 보여준다. 가격

이 가장 높은 지역은 두 시점 모두 강남 3구로 일컬어지는 서울 동남부

이다. 그리고 공통으로 서울 동남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격이 낮

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서울시의 행정경계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

에 의한 구분 패턴이 두드러진다. 2014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공간적 

패턴은 유사하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Ⅲ-8] 아파트 가격(2014 1분기) [그림Ⅲ-9] 아파트 가격(2018 1분기)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격을 가공

2014년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격상승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

으로, 2014년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꾸준한 가격상승이 관측된다. 두 시

점 간의 가격변화를 살펴보면 가격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Ⅲ-10] 참조). 즉, 가격이 높은 지역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지고, 낮

은 지역의 상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18년 1분기에

서 확인되는 지역 간 가격 격차의 심화를 설명해준다. 



- 32 -

서초구와 강남구의 일부 지역은 4년 사이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다. 물론,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따로 구분하지 않아 재건축 이후의 가

치상승이 선반영된 측면이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 그

러나 그것을 고려하더라고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4.7%라는 것을 생각

하면 괄목할만한 상승률이다. 그 외에도 한강을 중심으로 한 인접 지역

들은 대체로 50%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앞선 가격분포에서와같

이 강남권의 영향력 안에 있는 분당과 과천 등지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상승을 보인다. 그리고 점차 외곽으로 나갈수록 가격 상승 폭이 줄

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Ⅲ-10] 아파트 가격상승 (2014Q1~2018Q1)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격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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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에 대한 공간적 해상도를 높여, 아파트 단지 수준에서 보

면, 가격의 공간적 분포가 규모에 따라 다소간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별, 규모별 실거래가격을 맵핑한 [그림Ⅲ-11]을 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즉, 중대형 보다 소형의 경우에 동일한 지역에서 가격

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Ⅲ-11] 규모별 아파트 단지 평당가 분포 (2018Q1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격을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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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아파트 가격변화

1) 아파트 가격변화

분석 기간에 해당하는 2006년부터 2018년 12월 현재까지의 서울 및 수

도권 아파트 가격의 시계열적 변화는 [그림Ⅲ-12]의 그래프와 같다. 한국

감정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2013년 1월을 기준(100)으로 하여 

본 것이다. 

[그림Ⅲ-12]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변화 (2006.01~2018.12)
자료 :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 자료

전체적으로 상승과 하락, 다시 상승을 반복하는 부동산 사이클을 확인

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시장에 충격을 가

장 강하게 준 이벤트로 작용했다. 2006월 시작으로 2008년 1분기까지 빠

르게 상승하다 2008년 후반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가격이 급락하는 모

습을 보인다. 가격 급락에는 거래량 감소가 동반되었다. 이 시기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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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과 하락 모두 상대적으로 빠르고 규모가 컸으며, 이후 거래량이 회

복되며 채 1년이 안 되어 전고점을 회복하는 등 강한 변동성을 보인다. 

당시의 가격회복에는 부동산 불패라는 신뢰와 그간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3년여간 부동산 침체가 이어졌다. 2013년을 기

점으로 2018년 하반기까지는 꾸준한 상승곡선을 보인다. 거래량은 2014

년 초를 전후하여 과거 평균을 회복하였으며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의 가격변화를 함께 보면,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은 일치

하는 모습이 나타나나 등락의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2016년 이

후의 가격상승에 있어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데, 서울이 수도권 전체에 

비해 가격상승의 속도가 월등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2) 규모별 아파트 가격변화

[그림Ⅲ-13] 수도권 아파트의 규모별 가격변화 (2006.01~2018.12)
자료 :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위의 [그림Ⅲ-13]는 규모에 따른 가격변화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감정

원의 규모별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로 수도권 아파트의 규모별 가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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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확인할 수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가격변화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시점을 2006년 1월로 설정하였다.

2006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규모별 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을 비교해 보

면, 규모가 작을수록 가격상승이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이가 벌어진 것은, 2006년부터 금융위기로 인한 가격 급락이 발생하기 

이전인 2년여 기간이다. 그 이후로는 규모에 따른 가격변화의 차이가 당

시만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2013년 이후의 가격상승을 보

면 소형에 비해 중대형, 대형의 가격상승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중

소형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가격변화와 가장 유사한 움직임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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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군집 분석을 통한 하위시장 파악

면적대별 아파트단지별 단위면적당 실거래가격을 군집 분석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서 유사한 가격대와 거래패턴을 보이는 하위시장을 구분하고

자 하였다. 

1. 시계열 군집모형 방법론

1) 군집분석의 개념 및 군집화 알고리즘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개별 군집에 대한 사전 정의가 없는 상황

에서 데이터객체들을 유사한 그룹으로 구분해 가는 탐색적 통계분석법을 

말한다(Wilks, 2011).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데이터마이닝 기

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군집화(clustering) 과정에서 유사한 데이터들은 

동질이거나 연관성이 높은 그룹으로 배치되며, 결과적으로 하나의 군집

에 속하는 데이터객체 간에는 서로 다른 군집 내의 객체들과는 구분되는 

유사성이 존재하게 된다(Rai & Singh, 2010; Berry & Linoff, 1997). 군집

분석은 집단 구조(group structure)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난해한 데이

터의 복잡한 관계를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해, 개별의 

관찰치 또는 데이터객체들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보다 일군의 객체들을 

군집화함으로써 각 데이터객체를 잘 대표하는 경향이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Bishop, 2006).

군집화 방법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군집

분석은 다음의 단계로 진행된다. 거리척도(similarity)와 군집화 과정(meth

od)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① 데이터 전처리 (data preprocessing)

② 유사성(거리) 척도 결정 (measure to quantify the similarity between 

obser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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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집화 과정 (method to use for obtaining the clustering)

④ 결과 평가 (selecting the desired number of clusters, 해석 및 시각화)

데이터마이닝에서 데이터에 담긴 정보량과 데이터 자체의 품질은 적절

한 분석방법론의 선택 못지않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전처리에는 결측값(Missing Value, 

NA)을 채우거나, 잡음값(Noisy Data) 완화, 이상치(Outlier)를 발견하여 이

를 제거하고 불일치를 해결하는 등의 데이터 정제(Data Cleaning), 결과

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분석에 알맞은 형태로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데이터 정리(Data Reduction), 분석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데이터 변환(Data Transformation) 등의 과정이 포함된다. 군집화는 거리 

형태로 계량화(quantification)된 개체 간의 유사성(또는 차이점)을 바탕으

로 진행된다. 따라서 데이터 전처리 이후에 데이터객체들 간의 유사도 

측정이 요구된다. 데이터의 성격과 분석의 목적에 따라 유사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1-2)와 1-3)에서 자세히 다룬다.

군집화 과정 역시 데이터의 성격과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과 

그 변주들이 존재한다. 군집의 구조적 종류에 따라 크게 나누면 계층적 

군집화(hierarchical clustering)와 비계층적 군집화(non-hierarchical cluste

ring)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계층적 군집은 가장 유사한 개체를 묶어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여 계층적으로 군집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사전에 

군집 수에 대한 예상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계층적 기법과 차이

를 보인다. 계층적 군집화는 다시 응집법(agglomerative method)과 분산

법(divisive method)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별 데이터객체를 각각 하

나의 군집으로 간주하고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 군집으로 만든 후에, 다

시 유사한 군집끼리 묶어가며 군집들을 합병해 가는 것이 응집법이다. 

분리형은 이와 반대로 전체 데이터 군집으로부터 유사성이 떨어지는 객

체들을 분리하는 과정을 반복한다(전치혁, 2012).

비계층적인 기법은 사전에 군집의 크기와 수 등 여러 기준을 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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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그 기준에 따라 개체를 적합한 군집으로 재배치한다. 비계층적 군집

화의 대표적인 형태인 분할적(partitional) 알고리즘에서는 사전에 예상된 

군집 수에 따라 최적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나누고, 분할된 각 군집의 중

심이 되는 데이터 값을 설정하여 그것과 유사성이 높은 개체들을 각 군

집에 배정하는 과정을 따라 군집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군집 수에 따

라 초기 설정된 중심 값들이 분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분할적 알고리즘으로 군집화를 진행하였다. 최초 중심

을 무작위 초기화한 후, 할당과 거리측정을 과정을 반복하면서 중심을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scalable iterative refinement procedure)을 가지

고 있다([그림Ⅳ-1] 참조). 군집화 과정은 다음의 두 단계로 진행된다.

[그림Ⅳ-1] Partitioning Clustering 개념도

① 할당(assignment 또는 expectation) 단계

: 각각의 시계열에 대해 모든 중심점들(centriods)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각 시계열을 가장 가까운 중심이 속한 군집에 할당

② 개선(refinement 또는 maximization) 단계 

: 할당 단계를 통해 변경된 구성원을 반영하여 클러스터의 중심을 새롭게 설

정. 이후에 다시 할당 단계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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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과 개선의 과정은 클러스터 구성원이 더는 변경되지 않거나 허용

되는 최대 반복횟수에 도달할 때까지 이 두 단계를 반복한다. 본 연구에

서는 최대 반복횟수는 100회로 설정하였으며, 200회의 시행 중 일부가 

최대 반복횟수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군집화의 최초시기에는 군집을 무

작위로 할당한다. 일반적으로 분석 재현 시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무작

위의 seed 값을 설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seed를 임의로 

설정하여 값을 고정하는 대신, 200회의 시행 후 결과를 재군집화하는 방

법으로 분석 결과의 합리성과 재현성을 추구하였다.

할당과 개선의 과정을 반복하는 이러한 구조는 군집화 방법론의 대표

적인 알고리즘인 K-means를 비롯해 partitional method를 사용하는 여타 

다른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중요한 차이는 거리측정과 중심계산 

방법에서 나타난다. 즉, ①할당 단계에서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와 ②개선 단계에서 중심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가 군집화 성능의 차이

를 판가름한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측정을 위해 Global Alignment Kernel

(GAK)을 중심계산을 위해서는 Partition around medoids(PAM)를 작용하

였다. 

2) 시계열 군집 분석과 유사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대상으로 군집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로서 군집 분석 역시 이에 적합

한 방법론의 선정이 중요하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

차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연속적인 모임을 말한다(전진호, 2006). 시

계열 군집화와 관련한 문제는 경제, 금융, 의학, 생태학, 환경 연구, 공학 

및 기타 여러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한 연구 역시 

상당한 진전을 보인다(Montero & Vilar, 2014). 

군집분석은 p개의 변수(속성)로 이루어진 n개의 데이터객체(측정치)를 

그 변수의 유사한 정도에 따라 g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방법이라고 단순

화하여 설명할 수 있다(안광호 외, 2009). 여기서 시계열 자료의 군집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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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p개의 변수가 아니라 p만큼의 시차를 가진 데이터의 경우라고 보

면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단순히 변수를 각 시차로 대체하는 것만으로 

시계열 군집 분석을 시행할 수는 없다.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시계열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의 큰 차이로 p개의 변수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연속성으로 연결되어 특유의 역

동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군집 분석에서 시계열 데이터의 특수성은 ‘유사성 척도’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되어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군집 분석은 데이터 객체 간 

유사성(similarity) 또는 차이점(dissimilarity)이 정량화된 거리(distance)를 

근거로 이루어지며, 거리의 측정과 관련하여 데이터의 성격과 목적에 따

라 다양한 거리측정 척도가 존재한다. 거리 문제는 군집 분석에서 중요

한 부분이다. 시간의 연속성 상에서 역동적 맥락을 보이는 시계열 데이

터에서 유사성 척도는 복잡한 개념이다. 기존의 군집 분석에서 일반적으

로 고려되는 유사성은 시계열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상호적 의존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계열 간의 차이를 정의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문헌에서 제안되었으

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예시 비고

Shape-
based 

distance

Lock-step
measures

Ÿ Minkowski 
(Euclidean, Manhatten)

시계열 자료
분석에 부적합

Ÿ Correlation
패턴 유사성

분석에 효과적
Elastic 

measures
Ÿ Dynamic Time Warping(DTW)
Ÿ Global Alignment Kernel(GAK)

Feature-based 
distance

Ÿ Discrete Fourier Transform 주기성 있는 자료 
분석에 특화

Ÿ Discrete Wavelet Transform
Ÿ SAX representation

Model-based 
distance

Ÿ Maharaj's p-value based dis-
tance

대량자료 분석 시
 효율성 재고목적

Ÿ Piccolo's AR distance

[표Ⅳ-1] 유사성 척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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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군집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Lock-step 척도의 경우 시계열 

자료 분석에는 한계를 보인다. 먼저, Minkowski 척도의 경우, 시계열 자

료가 가지는 연속적인 패턴 특성의 포착이 불가능하다. Correlation의 경

우 시계열 자료 분석을 위해 개발된 k-Shape(Paparrizos & Gravano, 201

5)과 같은 척도가 존재하나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가격 자료의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K-shape 알고리즘은 정규화된 상호-상관 측

정법(Normalized version of Cross-Correlation Method)을 활용한 SBD(Sha

pe-based distance)를 거리 척도로 사용하는데, 이는 패턴 변화 특성 반

영에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나 가격대에 대한 고려가 무시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 거리 척도의 특성을 보면 먼저, Model-based distance는 많은 수

의 계열을 분석할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방법론이

다. Elastic과 Feature-based measures는 시계열 자료 분석을 위해 특화

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중 Feature-based distance는 주기성이 

명확한 디지털 신호 분석에 특화된 거리계산법이다. Elastic 척도와 관련

하여서는 lock-step 방법과의 차이를 통해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변

수 간의 거리측정에 있어서 일대일 대응(one-to-one point matching)을 

원칙으로 하는 lock-step과 대조적으로 elastic distance measures는 일대

다(one-to-many) 대응 또는 경우에 따라 연결에서 제외(one-to- none)하

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elastic 방법론은 시차와 속도의 차이를 두고 

발생하는 시계열에서 동적 변화 패턴 간의 유사성을 잡아내는데 유용한 

방법론이다. 특히, DTW(Dynamic Time Warping)는 최근의 시계열 분석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사성 척도로 DTW를 개선하

기 위해 Cuturi el al.(2007)이 제안한 Global Alignment Kernel(GAK)을 적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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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성 척도 : Global Alignment Kernel(GAK)

기본적으로 커널(kernel method)은 기존 데이터의 차원을 변경해 다루

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선형 분리가 불가능하게 섞여 있는 데이터 집

단을 커널을 통해 선형 분리가 가능한 고차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GAK

은 커널 기법을 적용해 시계열 간의 유사성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이다. 

GAK 알고리즘에 앞서 DTW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DTW

는 데이터 마이닝 영역에서 유클리드 거리와 관련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논의된 아이디어로, 두 개의 시계열을 비교하여 단조성(monotonicity)

과 같은 특정 제약 조건에 따른 최적의 뒤틀림(warping) 경로를 찾기 위

해 개발된 동적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이다(Sardá-Espinosa, 2017). 
DTW 알고리즘은 두 시계열 x, y 사이에서 정렬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찾고, 그 비용을 합산하는 과정을 통해 거리를 계산한다. 두 시계열 자

료 X, Y와 가능한 모든 정렬(alignments)의 집합 A(x, y)에 대하여 기존

의 DTW 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arbitrary conditionally positive-definite kernel

[그림Ⅳ-2] 시계열 
사이의 정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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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평균 점수에 대한 최적화 경로 π*를 동적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
argmax 




그리고 기존의 DTW 방법들에서는 주로 두 시계열의 차의 제곱합을 

이용한 커널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Cuturi el al.(2007)은 최적 경로

를 기반으로 에 의해 유도된 점수(S)를 사용하는 대신, 두 시계열(X, Y) 

사이에 가능한 모든 정렬(A(X, Y))에 걸쳐있는 점수(또는 거리) 값

( ∈)을 이용한 다음과 같은 커널을 제안한다. 

   
∈


  






  

   : local similarity function

이러한 방법에서는 positive-definite(PD)를 가지며, 일반적인 조건에서 

두 시계열의 유사성을 정량화하는데 더 강력하다고 주장한다. DTW와는 

달리, GAK는 지수화된 소프트-최소값(soft-minimum)을 계산함으로써 모

든 가능한 정렬의 비용을 고려하고, 그 때문에 보다 일관된 방식으로 유

사점을 수량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GAK는 여러 실제 적용 사례

(Joder et al., 2009; Ricci et al., 2010; de Vries & van Someren, 2010)에

서 우수한 성능이 검증된 바 있으며, 다른 시계열 커널 모델과 비교해서

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Cuturi,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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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심 추출 : Partitioning Around Medoid(PAM)

 PAM에서 medoid는 한 클러스터의 개체로, 그것이 속한 클러스터 내

에서의 다른 모든 개체들과의 평균 거리(혹은 비유사도)가 가장 작은 개

체를 말한다. 다시 말해 클러스터 안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데이터 포인

트라 할 수 있다. medoid를 사용하는 방법은 한 군집의 평균을 중심점으

로 잡는 방법과 비교된다. medoid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k-medoid를 예

로 들면 평균을 사용하는 k-mean에 비해 노이즈나 이상치에 대해 강건

한 특성을 보인다. 이상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 평균과의 거리를 계산하

는 것 보다 중앙값에 가까운 기준데이터를 사용하여 둘씩 짝(pariwise)을 

지어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안정적인 결과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PAM은 partitioning 알고리즘의 전형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데, 구

제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초기화

: n개의 데이터 포인트들 중에서 k 개를 (k<n) 비복원 임의추출하여 medoids

로 설정

① 할당(assignment 또는 expectation) 단계

: 각각의 data point를 가장 가까운 medoid에 할당

② 개선(refinement 또는 maximization) 단계 

: configuration 비용이 줄어드는 동안 각 m개의 medoid와 각 z개의 non-me

doid에 대해서, m을 z로 바꾸고, 비용 즉, medoid와 데이터 포인트들간의 거

리의 합을 재계산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 R의 ‘dtwclust’라이브러리를 통해 

기설정된 옵션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clustering algorithm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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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eries Clustering>

library : dtwclust
function : tsclust()
options : 
  - type(clustering method) = partitional
  - distance  = Global Alignment Kernel (GAK)
  - centroid =  Partition around medoids (PAM)

Preprocessing : z-score standardization + range normalization(*2)
Maximum number of allowed iterations : 100

<Majority voting>

library : cluster
function : daisy(), pam()
options : 
  - metric = gower  # 범주형(명목) 변수에 대한 거리 metrix 계산
  - 계산된 metrix를 dissimilarity matrix로 적용

[표Ⅳ-2] R을 이용한 time-series clustering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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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대상 선정 및 자료의 전처리 

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는 단지명 및 동 단위 주소, 

전용면적, 거래가격 등의 정보를 포함한 아파트 거래 전수의 자료를 제

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제공되는 전 기간, 즉 2006년 1월부터 20

18년 12월 현재까지를 분석의 대상 기간으로 삼았다. 자료의 구성은 다

음과 같다. 

시군구 번지 단지명 전용면적
(㎡)

계약
년월

계약
일

거래금액
(만원)

층
건축
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8-1 개포6차
우성아파트 67.28 200601 11~20 54,500 3 198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8-1 개포6차
우성아파트 79.97 200601 21~31 67,000 3 1987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2 개포우성3
차 104.43 200601 1~10 73,000 9 198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2 개포우성3
차 104.43 200601 11~20 71,250 6 1984

... ... ... ... ... ... ... ... ...

[표Ⅳ-3]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 예시 

분석을 위해 다음의 전처리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① 규모 구분(소형, 중소형, 중대형, 대형)

② 개별 거래자료를 아파트 단위로 병합(aggregation)

③ 거래자료의 연속성, 가격 편차 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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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모 구분

먼저, 거래빈도와 다른 지표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아파트 단지의 

규모를 [표Ⅳ-4]와 같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5구간으로 구분하였다. 거래

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규모는 전용면적 83㎡ 전후로 25평형의 아파트이

다([그림Ⅳ-3] 참고). 10평 미만에 해당하는 33㎡미만과 135㎡ 이상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 모두 거래가 빈번하지 않고, 33㎡ 미만의 경우 

입지, 환경조건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매우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

기 때문이다. 전용면적 135㎡ 이상의 대형 아파트는 면적에 따른 거래가

격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동일 집단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65㎡, 85㎡, 135㎡를 기준으로 소형, 중소형, 중

대형으로 구분하여 동일 단지 내 아파트라 할지라도 규모에 따라 서로 

다른 사례로 분리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 기준 한국감정원 KB 부동산

33㎡ 미만 ~10평 (초소형) 40 미만 초소형 40 미만 소형

33 ~ 65 ~20 소형 40~65 소형 40~62.8 중소형

65 ~ 85 ~25 중소형 65~85 중소형 62.8~95 중형

85 ~ 135 ~40 중대형
85~102 중형

95~135 중대형
102~135 중대형

135 이상 40~ (대형) 135 대형 135이상 대형

: 분석대상

[표Ⅳ-4] 아파트 규모 구분 기준



- 49 -

[그림Ⅳ-3] 규모별 거래빈도 (전기간)

2) 규모별 아파트 단지 단위 대푯값 추출

개별 거래자료에 대한 아파트 단위로의 병합과 관련하여서는 이상치에 

의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중윗값을 대푯값으로 하여 병합을 진행하였

다. 병합과정을 통해 개별 규모별, 단지별 사례에 대하여 분기별 대표 

가격을 추출하였다.

3) 분석 대상 선정

본 연구의 목적상 시계열의 연속적인 관측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2006

년 2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총 53분기의 기간 중 최소한 50분기 이

상 가격자료가 있는 사례만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아파트 단지를 기

준으로 50분기 이상 사례가 확인된 것은 2,922개이다. 여기서 추가로 20

13년 1분기를 기준으로 3.3㎡당 1,000만 원 미만의 사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외한 사례들의 경우 수도권의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따르

기보다 물리적 조건이나 지엽적인 환경의 영향을 더 크게 받으며, 가격

흐름도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군집분석에 왜곡을 발생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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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군집 분석에는 수도권 1,537개 단지, 총 1,912개의 사례가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해당 사례의 공간적 분포는 다음의 [그림Ⅳ-4]와 같

다. 

[그림Ⅳ-4] 분석대상 사례 아파트 단지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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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개요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시계열 군집방법 중 하나인 (Triangul

ar) Global alignment kernels clustering algorithm(Cuturi, 2011)을 사용해 

군집 분석을 시행하였다. 

과정 방법

Clustering Type Partitional clustering

Data Pre-processing z-score standardization 
+ range normalization(*2)

Distance Global alignment kernels(GAK)

Centroid Extraction Partition around medoids (PAM)

[표Ⅳ-5] 군집 분석 개요

z-score로 표준화는 각 시계열이 평균 0, 표준편차 1의 값의 가지도록 

변환하는 것으로, 각각의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표준편차로 

나누어 도출한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자료의 분석은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 패턴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같은 방법으로 표준화하여 스

케일 격차에 의한 문제를 해소한다.

그러나 자료의 특성상 ‘① 가격변화 패턴’뿐만 아니라 ‘② 지역 간 

가격대 차이’가 모두 군집화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z-표준화만

으로는 각 행정동별 가격대 차이가 무시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기준 시점의 동별 평균 가격을 정규화(normalization)하여 표준화

된 값에 추가적로 반영하여 가격대 차이가 분석에 포함되도록 고려하였

다. 정규화에는 각 값이 최소값에서 떨어진 정도를 최대최소값을 차로 

나누는 min-max scaling을 적용하였으며, 테스트를 거쳐 최소값과 최대

값의 차이가 0~2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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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5] 표준화 결과 예시

[그림Ⅳ-6] 기준 시점(2013Q1) 가격 정규화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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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Partitional clustering 방법에서는 최초 중심을 램덤 초기화한 

후, 할당과 거리측정을 과정을 반복하면서 중심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각 군집 중심의 초깃값을 무작위로 정하는 알고리즘이기 때

문에 군집 수, 군집의 크기 및 밀도의 불균질성, 데이터 분포 형태의 특

이성 등이 원인이 되어 초깃값의 위치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역시 군집의 분리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에 

따라 일부 지역의 군집 할당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에 다수의 군집화 

시행 후 가장 빈번한 군집에 할당하는 majority voting을 통해 최종군집

을 결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100회의 군집화를 시행한 후, 그 결과

에 대해 범주형(명목) 변수를 위한 군집화를 수행하여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4. 군집의 수 결정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나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

s)에서는 적절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스크리 테스트(scree test)를 

사용한다. Cattell(1966)은 요인의 수 증가에 따른 고유값의 변화를 그래

프로 나타내고, 그 경사가 크게 변하는 지점(elbow)을 적절한 요인의 수

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군집 분석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그래프를 활용하여 적절한 군집의 수

를 판단할 수 있다. 군집 분석의 elbow method에서는 군집 내 거리의 

제곱합(Sum of Squares Within clusters, SSW)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군

집의 수가 늘어날수록 SSW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의미 있는 

군집이 추가될 경우 군집 내 거리의 제곱합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다. 반대로 의미 없는 군집의 추가는 SSW 감소에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군집 수 증가에 따른 SSW 그래프가 갑자기 평탄화되는 곳(elbo

w)가 있다면, 그곳을 적절한 군집의 개수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일정 부분 주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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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여지를 가진다(조은성 황인석,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

의 군집의 개수에 대하여 다수의 군집 분석을 시행하여 평탄화 지점(elb

ow point)에 더해, SSW의 분산 등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였다. 

전기간 자료에 대하여 군집의 수를 2개에서 12개까지 늘려가며 200회 

반복 시행한 결과 적절한 군집의 수는 7개로 판단되었다([그림Ⅳ-7] 참
조). 각 군집 수별 군집 내 거리의 제곱 합의 평균 및 중위값의 그래프

에서 군집의 수가 7개를 넘어설 때 평탄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군집의 수가 7개인 경우 다른 군집 수의 경우에 비해 SSW의 분산이 상

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그림Ⅳ-7] 군집 수에 따른 SSW (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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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분석

1) 군집 분석 결과 개요

 최종적인 군집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군집 계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군집6 군집7

사례 수 1,912 166 340 251 354 215 167 419

[표Ⅳ-6] 군집 분석 결과 요약

  

[그림Ⅳ-8] 군집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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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주요 규모별 아파트 단지 1,912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분

석의 결과에서, 7개의 군집은 크게 서울을 중심으로 구성된 4개의 군집

과 그 외에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3개 군집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는 각각 지역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군집이 형성되고 있다. 

[그림Ⅳ-9]와 같이 서울 중심의 군집 1~4를 보면, 먼저 군집1은 강남구를 

위시한 서울 동남권의 아파트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군집4의 경우, 도

봉구와 노원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 동북권 사례가 주로 포진해 있다. 군

집 3, 4는 이러한 2개 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가 각각 소형과 

중소형으로 나뉘어 구성된 특성을 보인다.

서울 외 경기 및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군집 5, 6, 7의 경우에는 

지역성보다는 규모를 중심으로 군집이 나뉘는 경향이 있다([그림Ⅳ-10] 

참조). 군집 5의 경우에는 주로 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가, 군집 6의 경

우에는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집7

의 경우에는 신도시를 포함한 서울 외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가 다수 포

함되어 나타나고 있다.

군집 구분 주요 기준 주요 특성 비고

군집1

서울 중심

지역 서울 동남권 강남. 서초, 송파

군집2 규모 서울 소형

군집3 규모 서울 중소형 수도권 신도시 포함

군집4 지역 서울 동북권 도봉, 노원

군집5
수도권 

신도시 중심

규모 신도시 중소형

군집6 규모 신도시 중대형 1기 신도시

군집7 규모 수도권 소형 분당 제외

[표Ⅳ-7] 군집별 주요 성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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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9] 서울 중심 군집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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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0] 신도시 중심 군집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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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각 군집별 평균 표준화 평당가는 [그림Ⅳ-1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Ⅳ-12]에서와 같이 각 군집 간에 서로 

다른 패턴이 확인되는 한편, 각 군집 내 패턴은 평균을 중심으로 유사하

게 나타난다. 이는 군집의 구분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단, 군집1에서는 변화의 패턴은 유사하나 평균으로부터 

격차를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 이는 소수의 고가 아파트 단지로 

인한 것으로 개별 사례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격대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에 의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집6의 경우에 2015년 이

후의 변화에서 각 사례 간의 편차가 커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신도시 중

심의 중대형 규모 아파트가 주를 이루는 군집6에 포함된 사례의 수가 적

고, 가격 편차도 커 개별 군집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질성이 높은 군집

으로 평가된다. 

[그림Ⅳ-11] 각 군집별 표준화 평당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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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2] 각 군집별 표준화 평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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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별 실제 평균 평당가는 [그림Ⅳ-13]과 같다. 서울 동북권 중심의 

군집4를 제외하고는 서울 중심 군집은 전체 사례의 평균보다 높은 평당

가를, 신도시 또는 수도권 중심 군집은 낮은 평당가를 보인다. 

면적당 가격이 높은 순으로 보면, (가격하락이 상승으로 돌아선 기점

인) 2013년 1분기를 기준으로 1 > 2 > 3 > 5 > 6 > 4 > 7 의 순이다. 서

울 동북권을 중심으로 한 군집인 군집 4를 제외하면 군집의 순서와 일치

한다([표Ⅳ-9] 참고). 즉, 서울 동남권, 서울 소형, 서울 중소형, 신도시 

중소형, 신도시 중대형, 서울 동북권, 수도권 소형 순으로 가격이 낮아진

다. 서울의 동북권과 일부 서남권(구로구, 금천구 등)의 경우 수도권 주

요 신도시의 중소형 및 중대형 아파트보다 면적당 가격이 평균적으로 낮

다는 것이다. 

2018년 4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가격대 분포에 변화가 발생했

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4분기를 기준으로 군집별 평균 평

당가는 1 > 2 > 3 > 5 > 4 > 6 > 7 의 순이다([표Ⅳ-10] 참고). 서울 동

북권의 순위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2018년 4분기에는 군집4의 가격이 신

도시 중대형 아파트보다 높아졌다. 군집4(서울 동북권 및 일부 서남권)는 

2014년 이후 빠르게 가격이 상승했지만 군집6(신도시 중대형)은 2015년 

중반 이후부터 가격상승이 둔화한 영향이다. 

순위 2006 Q2 2011 Q1 2013 Q1 2018 Q4

1 (1) 서울 동남권 (1) 서울 동남권 (1) 서울 동남권 (1) 서울 동남권

2 (6) 신도시 중대형 (3) 서울 중소형 (2) 서울 소형 2) 서울 소형

3 (3) 서울 중소형 (2) 서울 소형 (3) 서울 중소형 (3) 서울 중소형

4 (5) 신도시 중소형 (5) 신도시 중소형 (5) 신도시 중소형 (5) 신도시 중소형

5 (2) 서울 소형 (6) 신도시 중대형 (6) 신도시 중대형 (4) 서울 동북권

6 (4) 서울 동북권 (4) 서울 동북권 (4) 서울 동북권 (6) 신도시 중대형

7 (7) 수도권 소형 (7) 수도권 소형 (7) 수도권 소형 (7) 수도권 소형

[표Ⅳ-8] 군집별 평균 평당가 순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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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

평당가(만원/3.3㎡) 표준화 평당가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1 2,756 578 5,113 1,998 0.00 0.42 1.49 -0.86

2 1,620 291 2,609 1,004 -0.30 0.32 0.97 -1.32

3 1,572 276 2,078 1,000 -0.69 0.33 0.29 -1.54

4 1,253 168 1,919 1,000 -0.48 0.33 0.98 -1.38

5 1,336 276 2,377 1,004 -1.12 0.34 -0.40 -2.19

6 1,282 247 2,478 1,002 -1.09 0.40 0.34 -1.83

7 1,202 187 2,258 1,001 -0.35 0.35 0.90 -1.39

계 1,491 509 5,113 1,000 -0.53 0.48 1.49 -2.19

[표Ⅳ-9] 군집별 평당가 개요: 2013 Q1 기준

군집

평당가(만원/3.3㎡) 표준화 평당가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
편차

최대값 최소값

1 5,704 1,653 13,056 3,109 3.91 0.49 5.36 2.00

2 3,056 689 5,287 1,352 3.51 0.50 4.79 0.94

3 2,855 753 4,872 1,276 3.58 0.69 5.14 1.40

4 1,982 444 3,159 1,004 2.61 0.92 4.40 -0.67

5 2,101 628 4,053 1,069 2.65 0.93 4.53 -0.37

6 1,748 541 4,126 697 1.24 1.11 3.18 -3.18

7 1,724 425 3,374 896 1.87 0.85 3.48 -1.19

계 2,547 1,323 13,056 697 2.73 1.15 5.36 -3.18

[표Ⅳ-10] 군집별 평당가 개요: 2018 Q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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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3] 각 군집별 평당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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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4] 군집별 평균 전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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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집 1 : 서울 동남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계

소형 48 3 51

중소형 78 3 81

중대형 34 34

계 160 6 166

[표Ⅳ-11] 군집1 개요

[그림Ⅳ-15] 군집1 (서울 동남권)의 사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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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1은 서울 동남권, 곧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형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모든 규모가 포함되어 

규모를 중심으로 구분되는 대부분의 다른 하위시장과 달리 규모보다는 

지역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강남3구 외에 해당 군집에 포

함된 지역으로는 양천구의 목동 일대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광진구 등이 

있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에는 과천시 등이 포함되었다([표Ⅳ-12] 참조).

예상되는 바와 같이 군집1의 단위면적당 가격은 분석에 활용된 모든 

기간에 걸쳐 다른 군집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

로는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두 번째 순위와 비교해 1.5배 이상 높은 가

격 차이 전 기간에 유지되고 있다. 

서울 동남권 중심의 군집1의 가격변화를 보면, [그림Ⅳ-16]과 같이 한

국감정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중 서울 동남권의 그것과 유사하

다.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2013년 1분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급락

과 유사한 수준의 가격을 저점으로 반등하여 2018년 4분기 현재까지 빠

른 상승을 보인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의 상승이 두드러진다. 

[그림Ⅳ-16] 군집1(서울 동남권)의 가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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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계 소형 중소형 중대형

계 166 51 81 34

1 서울 강남구 42 19 15 8

2 서울 서초구 28 6 14 8

3 서울 양천구 26 8 11 7

4 서울 송파구 25 7 13 5

5 서울 광진구 9 1 8

6 서울 용산구 8 3 2 3

7 서울 강동구 7 2 2 3

8 경기 과천시 4 2 2

9 서울 동작구 3 3

10 서울 마포구 3 1 2

11 서울 성동구 3 3

12 서울 강서구 2 1 1

13 서울 구로구 2 2

14 서울 영등포구 2 2

15 경기 성남분당구 1 1

16 경기 안양동안구 1 1

[표Ⅳ-12] 군집1의 구별 사례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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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집 2 : 서울 소형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계

소형 197 33 230

중소형 88 19 107

중대형 2 1 3

계 287 53 340

[표Ⅳ-13] 군집2 개요

[그림Ⅳ-17] 군집2 (서울 소형)의 사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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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2는 서울의 소형 아파트가 주를 이룬다. 영등포구와 서대문구, 동

대문구의 일부 중소형 아파트가 함께 포함되어있다. 지역적으로는 강남 

3구와 도봉,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아우른다.

평당가를 기준으로 보면, 2011년 하반기 이후 강남권의 군집1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가격 

순위를 보면, 2006년은 7개의 군집 중 5번째였던 것이 금융위기 이후 부

동산 시장이 부침을 겪는 과정에서 상대적 순위가 역전되어 평당가가 빠

르게 오르는 현상이 확인된다. 이는 시장의 수요변화를 암시하는 현상으

로 해당 기간 서울의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증대했음을 알 수 있

다.

서울 소형 아파트 중심의 군집2의 가격변화는 한국감정원의 서울 소형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격지수의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단지, 한국감정

원의 지수에서는 군집2에 포함되지 않는 강남권역의 소형 아파트가 함께 

반영되어 2008년 말을 전후한 변동성이 크게 관측되었다.

[그림Ⅳ-18] 군집2 (서울 소형)의 가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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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계 소형 중소형 중대형
계 340 230 107 3

1 서울 영등포구 37 24 12 1
2 서울 성동구 26 18 7 1
3 서울 동대문구 24 12 12
4 서울 서대문구 24 14 10
5 서울 강서구 23 22 1
6 서울 구로구 18 12 6
7 서울 성북구 18 14 4
8 서울 동작구 17 13 4
9 서울 마포구 16 12 4
10 경기 성남분당구 12 12
11 서울 관악구 12 10 2
12 경기 광명시 10 4 5 1
13 서울 강동구 9 7 2
14 서울 도봉구 9 4 5
15 서울 광진구 8 6 2
16 경기 구리시 7 4 3
17 경기 부천시 7 1 6
18 경기 안양동안구 7 7
19 서울 노원구 6 2 4
20 서울 양천구 6 5 1
21 서울 종로구 6 2 4
22 서울 은평구 5 4 1
23 서울 중구 5 3 2
24 서울 송파구 4 4
25 서울 용산구 4 4
26 경기 안양만안구 3 1 2
27 서울 강북구 3 2 1
28 서울 금천구 3 1 2
29 경기 고양일산서구 2 1 1
30 경기 용인수지구 2 1 1
31 서울 강남구 2 1 1
32 경기 고양덕양구 1 1
33 경기 성남수정구 1 1
34 경기 의왕시 1 1
35 서울 서초구 1 1
36 서울 중랑구 1 1

[표Ⅳ-14] 군집2의 구별 사례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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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집 3 : 서울 중소형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계

소형 18 18 36

중소형 132 61 2 195

중대형 19 1 20

계 169 80 2 251

[표Ⅳ-15] 군집3 개요

[그림Ⅳ-19] 군집3 (서울 중소형)의 사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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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3은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지역적으로는 군

집2와 유사하게 강남, 서초와 도봉, 노원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아우

른다. 군집3의 경우는 서울 중심의 군집 중 서울 외 지역의 아파트가 포

함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평촌, 일산, 중동 등 1기 신도시

의 일부 포함되었는데, 특히 분당 지역의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서울 및 

1기 신도시 중소형 아파트 상호 간에 존재하는 높은 연결성이 확인된다. 

군집 내 모든 사례의 가격패턴을 보여주는 [그림Ⅳ-12]에서도 같은 내용

이 검증된다.

이러한 특성은 아파트 가격의 공간분포를 보여주는 [그림Ⅲ-8, 9, 11]

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강남 3구 권역을 둘러싸고 유사한 가격분포를 

보이는 지역과 공간적으로 일치한다. 중소형 규모를 중심으로 서울 안팎

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적 특성 탓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적 구분 

및 광역단위의 규모별 구분으로 이러한 하위시장을 잡아내는 것에는 한

계가 있다. 한국감정원의 서울 중소형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한 [그림Ⅳ

-20] 에서도 가격변화 패턴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Ⅳ-20] 군집3 (서울 중소형)의 가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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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계 소형 중소형 중대형
계 251 36 195 20

1 경기 성남분당구 21 5 16
2 서울 동작구 18 1 14 3
3 서울 강동구 16 4 12
4 서울 송파구 16 5 11
5 서울 구로구 15 15
6 서울 성동구 15 1 11 3
7 서울 영등포구 15 1 11 3
8 서울 마포구 13 2 11
9 서울 성북구 11 11
10 경기 부천시 10 10
11 경기 안양동안구 10 6 4
12 서울 관악구 10 10
13 서울 양천구 10 4 6
14 경기 구리시 9 1 7 1
15 경기 안양만안구 6 1 5
16 서울 동대문구 6 2 4
17 서울 강서구 4 4
18 서울 광진구 4 4
19 서울 중구 4 2 2
20 경기 고양일산동구 3 3
21 경기 고양일산서구 3 3
22 경기 광명시 3 2 1
23 경기 수원영통구 3 1 2
24 서울 서대문구 3 2 1
25 서울 용산구 3 2 1
26 경기 고양덕양구 2 2
27 경기 용인기흥구 2 2
28 경기 용인수지구 2 2
29 경기 하남시 2 2
30 서울 노원구 2 2
31 서울 도봉구 2 2
32 서울 은평구 2 2
33 인천 부평구 2 2
34 경기 군포시 1 1
35 경기 성남중원구 1 1
36 경기 수원장안구 1 1
37 경기 수원팔달구 1 1

[표Ⅳ-16] 군집3의 구별 사례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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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집 4 : 서울 동북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계
소형 163 14 2 179

중소형 132 26 3 161

중대형 3 11 14
계 298 51 5 354

[표Ⅳ-17] 군집4 개요

[그림Ⅳ-21] 군집4 (서울 동북권)의 사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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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4는 서울 동북권, 구체적으로 노원구와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그

리고 중랑구의 아파트가 주를 이룬다. 이에 더해 서울 내에서 평당가가 

가장 낮은 지역인 구로구와 금천구 일대의 사례가 함께 포함된다. 규모 

면에서는 지역과 무관하게 소형과 중소형이 혼재되어 있다. 그 외에 안

산시의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 포함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가격변화를 보면, 서울 중심 하위시장 중 평당가가 가장 낮으며, 2016

년 이전까지는 신도시 중소형, 중대형보다도 낮은 가격을 보였다. 2016

년 이후 신도시 중대형의 가격상승 둔화하며, 가격 역전이 이루어졌다.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중에서는 [그림Ⅳ-22]와 같이 서울 동북

권과 가장 유사한 가격변화 패턴을 보여준다. 

[그림Ⅳ-22] 군집4 (서울 동북권)의 가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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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계 소형 중소형 중대형
계 354 179 161 14

1 서울 노원구 124 77 44 3
2 서울 도봉구 41 20 21
3 서울 중랑구 27 10 17
4 서울 구로구 22 16 6
5 경기 의정부시 15 7 5 3
6 서울 성북구 15 5 10
7 서울 강북구 13 6 7
8 서울 서대문구 11 5 6
9 서울 관악구 9 4 5
10 서울 동대문구 9 3 6
11 서울 금천구 8 4 4
12 경기 남양주시 6 1 5
13 경기 부천시 5 1 4
14 서울 은평구 5 2 3
15 경기 구리시 4 2 2
16 경기 안산단원구 4 4
17 경기 안산상록구 4 4
18 서울 강서구 4 4
19 서울 영등포구 4 3 1
20 경기 광명시 3 3
21 인천 부평구 3 2 1
22 경기 성남수정구 2 2
23 경기 수원영통구 2 2
24 서울 양천구 2 1 1
25 경기 고양덕양구 1 1
26 경기 고양일산동구 1 1
27 경기 고양일산서구 1 1
28 경기 수원권선구 1 1
29 경기 수원팔달구 1 1
30 경기 시흥시 1 1
31 서울 강동구 1 1
32 서울 광진구 1 1
33 서울 성동구 1 1
34 서울 종로구 1 1
35 인천 계양구 1 1
36 인천 남동구 1 1

[표Ⅳ-18] 군집4의 구별 사례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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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집 5 : 신도시 중소형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계
소형 6 6

중소형 21 128 149

중대형 51 8 1 60
계 72 142 1 215

[표Ⅳ-19] 군집5 개요

[그림Ⅳ-23]  군집5 (신도시 중소형)의 사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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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5는 평촌, 일산, 분당,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지역의 중소형 아

파트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 서울의 일부 중대형 아파트가 포함

되어있다. 서울 외 지역이 중심이 되는 하위시장 중에는 가장 높은 가격

을 보인다. 소형 규모의 평당가가 중소형에 비해 높은 서울과 비교해 차

이를 보이는 결과다.

신도시 중심으로 구성된 탓에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실거

래 가격지수 중에는 상응하는 지수를 찾기 어렵다. 수도권의 중소형, 서

울의 대형 지수와도 가격변화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림Ⅳ-24]  군집5 (신도시 중소형)의 가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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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계 소형 중소형 중대형
계 215 6 149 60

1 경기 안양동안구 24 24
2 경기 용인수지구 15 13 2
3 경기 고양일산서구 14 1 13
4 경기 성남분당구 11 11
5 경기 부천시 10 10
6 서울 강서구 10 8 2
7 경기 군포시 9 8 1
8 경기 수원영통구 9 9
9 서울 관악구 8 1 7
10 경기 수원장안구 7 5 2
11 경기 의왕시 7 7
12 서울 양천구 7 6 1
13 서울 성북구 6 6
14 서울 송파구 6 2 4
15 경기 수원팔달구 5 2 3
16 서울 동작구 5 5
17 경기 고양덕양구 4 4
18 경기 고양일산동구 4 4
19 서울 노원구 4 4
20 서울 성동구 4 1 3
21 서울 영등포구 4 4
22 경기 성남수정구 3 1 2
23 경기 성남중원구 3 1 2
24 경기 용인기흥구 3 3
25 경기 하남시 3 3
26 서울 강동구 3 1 2
27 서울 중랑구 3 3
28 경기 광주시 2 1 1
29 경기 구리시 2 1 1
30 경기 남양주시 2 2
31 경기 안양만안구 2 1 1
32 서울 강북구 2 2
33 서울 구로구 2 2
34 서울 동대문구 2 2
35 서울 서대문구 2 2
36 경기 광명시 1 1
37 경기 수원권선구 1 1
38 경기 시흥시 1 1
39 서울 도봉구 1 1
40 서울 마포구 1 1
41 서울 은평구 1 1
42 서울 중구 1 1
43 인천 부평구 1 1

[표Ⅳ-20] 군집5의 구별 사례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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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군집 6 : 신도시 중대형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계
소형

중소형 1 60 2 63

중대형 20 82 2 104
계 21 142 4 167

[표Ⅳ-21] 군집6 개요

[그림Ⅳ-25]  군집6 (신도시 중대형)의 사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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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6은 경기도, 주요하게는 일산, 분당, 산본, 평촌, 중동 등의 1기 신

도시와 용인수지, 수원영통 등의 아파트로 구성된다. 규모 면에서는 중

대형의 비율이 높지만 중소형도 다수 포함되었다. 따라서 지역 및 규모 

면에서 군집5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가격변화를 보면, 신도시 

중소형이 주를 이루는 군집5와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두 군집은 200

8년에서 2010년 사이 일시적으로 가격이 동조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

후 차이가 벌어진다. 신도시 중소형의 군집5는 2007년의 전 고점을 회복

했지만, 군집6은 2007년 이후의 가격하락이 두드러지고, 2013년 이후의 

상승은 저조해 2018년 현재까지도 2007년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

다.

이는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적다는 것을 시사하는 현

상이다. 2013년 이후의 가격상승은 한국감정원의 수도권 중대형 실거래

가격지수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전세가율도 2011년 이후 가파르게 오

르고, 전세가율이 대세 하락하는 2016년 이후에도 그 하락의 정도가 미

미하여 투자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그림Ⅳ-14] 참조).

[그림Ⅳ-26] 군집6 (신도시 중대형)의 가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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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계 소형 중소형 중대형
계 167 63 104

1 경기 용인수지구 31 20 11
2 경기 수원영통구 16 9 7
3 경기 용인기흥구 15 11 4
4 경기 성남분당구 12 12
5 경기 고양일산서구 11 6 5
6 경기 군포시 11 11
7 경기 안양동안구 11 3 8
8 경기 고양일산동구 9 4 5
9 경기 부천시 9 9
10 서울 노원구 5 5
11 서울 도봉구 5 5
12 경기 수원장안구 3 3
13 경기 의왕시 3 3
14 경기 남양주시 2 1 1
15 경기 수원권선구 2 1 1
16 경기 수원팔달구 2 1 1
17 경기 하남시 2 2
18 서울 양천구 2 2
19 인천 부평구 2 2
20 인천 연수구 2 2
21 경기 고양덕양구 1 1
22 경기 광주시 1 1
23 경기 구리시 1 1
24 서울 강동구 1 1
25 서울 강북구 1 1
26 서울 강서구 1 1
27 서울 금천구 1 1
28 서울 동대문구 1 1
29 서울 동작구 1 1
30 서울 마포구 1 1
31 서울 성북구 1 1
32 서울 송파구 1 1

[표Ⅳ-22] 군집6의 구별 사례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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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군집 7 : 수도권 소형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계

소형 45 303 13 361

중소형 5 47 3 55

중대형 1 2 3

계 51 352 16 419

[표Ⅳ-23] 군집7 개요

[그림Ⅳ-27] 군집7 (수도권 소형)의 사례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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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7은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형 주

택이 다수 포함된 안산을 제외하고는 소형 이외 규모의 사례는 그 수가 

제한적이다. 또한 [그림Ⅳ-10]에서와 같이 공간적으로 가장 넓은 범위에 

걸쳐있다. 주택의 규모가 작고, 서울의 주요 일자리 중심으로부터 공간

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이 다수 포함된 만큼 전체 군집 중 가장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격변화와 관련하여, [그림Ⅳ-28]과 같이 부동산 침체기에도 부침이 

크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는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그 상승

의 정도는 다른 하위시장의 경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가

장 높은 수준의 전세가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미루어 투자수요보다는 실

거주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Ⅳ-14]  참고).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중 수도권 소형에 대한 지수와 비교할 

수 있으나, 감정원의 그것과 비교해 지엽적인 변동성의 폭이 작게 나타

난다. ‘수도권 소형’분류에서 포함된 경기변동에 민감한 이질적인 사

례들이 군집7에서는 제외된 결과이다.

[그림Ⅳ-28] 군집7 (수도권 소형)의 가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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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계 소형 중소형 중대형
계 419 361 55 3

1 경기 부천시 37 33 4
2 경기 안산단원구 32 13 17 2
3 경기 용인수지구 27 27
4 경기 군포시 26 24 2
5 경기 수원영통구 25 25
6 경기 수원장안구 25 17 8
7 경기 광명시 24 20 4
8 경기 안양동안구 19 19
9 경기 구리시 16 15 1
10 경기 고양일산서구 13 12 1
11 서울 성북구 13 13
12 경기 고양일산동구 12 11 1
13 경기 남양주시 12 12
14 경기 안산상록구 11 6 5
15 경기 의왕시 11 10 1
16 경기 고양덕양구 10 10
17 경기 수원권선구 9 8 1
18 경기 안양만안구 9 9
19 경기 용인기흥구 9 9
20 인천 부평구 9 7 2
21 경기 하남시 6 6
22 서울 금천구 6 5 1
23 경기 수원팔달구 5 5
24 서울 구로구 5 4 1
25 경기 성남중원구 4 4
26 서울 서초구 4 4
27 서울 강남구 3 3
28 서울 강서구 3 1 2
29 서울 서대문구 3 2 1
30 인천 연수구 3 3
31 경기 시흥시 2 1 1
32 경기 화성시 2 2
33 서울 강동구 2 2
34 서울 관악구 2 2
35 서울 동대문구 2 1 1
36 서울 중랑구 2 2
37 인천 계양구 2 2
38 경기 광주시 1 1
39 경기 성남분당구 1 1
40 경기 오산시 1 1
41 경기 의정부시 1 1
42 경기 이천시 1 1
43 경기 평택시 1 1
44 서울 강북구 1 1
45 서울 마포구 1 1
46 서울 송파구 1 1
47 서울 영등포구 1 1
48 서울 은평구 1 1
49 서울 종로구 1 1
50 인천 남동구 1 1
51 인천 서구 1 1

[표Ⅳ-24] 군집7의 구별 사례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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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의 하위시장은 행정경계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수

도권의 아파트 하위시장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기준과 KB 국민은행에서 

제시하는 시장 구분이 대표적이다. 둘 모두에서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은 

크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시장으로 구분되며, 서울에 한하

여 세부적인 하위시장 구분이 적용된다. 먼저, 한국감정원의 경우에는 

[그림Ⅳ-29]의 하단 좌측과 같이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의 5개로 하위시장을 구분한다. KB 국민은행의 경우는 이보다 단순하게 

서울을 한강의 남쪽과 북쪽으로 양분하여 파악한다. 수도권의 아파트 시

장을 다루는 대다수 연구가 이러한 기준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 더 세부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7)를 단위로 하위시

장을 구분하여 시장을 분석한다.

[그림Ⅳ-29] 일반적인 수도권 공동주택 하위시장 구분

7) 드물게 헹정동(또는 법정동) 단위를 하위시장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
의 진행과정에서 확인한 바 아파트 시장에서 동단위의 대표성은 신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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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분이 사용되는 것은 실제 시장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성격

을 달리하기 때문이라기보다 분석에 필요한 부동산 및 행정정보의 구득

이 용이하고, 설명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러한 기존의 구분은 실제 하위시장의 구성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

에서는 규모 구분을 포함하여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을 7개의 하위시장으

로 구분하였다. 각각을 단순화하면 다음의 [표Ⅳ-25]와 같다.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군집6 군집7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신도시 신도시 수도권

동남권 소형 중소형 동북권 중소형 중대형 소형

* 이때의 서울 동북권(강남구, 서초구)과 동남권(도봉구, 노원구)은 한국감정원의 기준과 달리, 좀
더 협소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표Ⅳ-25]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하위시장 구분 

실거래가격을 바탕으로 한 시계열 군집 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이러한 

수도권 아파트 하위시장은 기존의 구분과 비교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먼저, 실제 시장의 가격변화를 반영한 결과로써 시장의 동질성 측면에서 

현실에 잘 반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감정원의 서울 서남권 하위시

장에는 [그림Ⅳ-12]의 그래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서로 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그룹들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이질성은 시장 

해석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군집의 

경우에는 동질성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하위시장 구분은 지역과 규모에 따른 시장의 역학을 

동시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일례로 마포구나 동작구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지만, 도봉구와 노원구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른 차이가 눈에 띄지 않는다. 기존의 하위시장 구분에서는 공

간적 구분과 규모 구분을 별개로 나누어 서울 시장 전체를 규모별로 나

누어 관찰한 결과를 제하거나, 공간적 구분 각각을 또다시 규모별로 나

누어 보는 방식으로 공간적 인접성과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곤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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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공간 구분과 별개로 규모 구분만 반영하는 경우에는 규모별 특성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지역까지 반영함으로써 노이즈가 심해지는 문제

가 있다. 또한, 지리적 구분에 더해 규모별 세분화까지 진행하는 경우에

는 하위시장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그것이 대변하는 시장의 규모가 너

무 작아져 정책적 실효 측면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에 반해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단순화된 하위시장 기준에 따르면 지리적 인접성

이 강하게 적용되는 지역은 지역 중심으로, 그 외에 규모에 따른 동질성

이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모를 기준으로 구분이 이루어져 

현실반영의 합리성과 시장규모의 적절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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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한 가격지수 예측 

본 장에서는 4장에서 파악한 7개의 하위시장을 대상으로 각각에 대하

여 인공신경망 모형을 활용하여 향후의 가격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미래의 부동산 가격을 전망하고 예측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연구되고 활

용됐으나, 신뢰할만한 결과를 지속해서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목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선별하여, 그 영향을 해석 가능한 

수식으로 표현하는 전통적인 통계기법들은 이론적 완결성이나 설명력 면

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이지만, 예측성능과 관련하여서는 남은 과제가 많

다. 또한, 자료에 대해 엄밀한 통계학적 가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사회경제적 자료의 경우에는 결과를 신뢰하기 어

렵다. 반면, 인공신경망 모형은 목표변수에 대한 여러 요인의 영향 관계

에 대하여 이론에 기반하기보다 자료에 대한 학습 과정을 통해 가중치를 

도출하기 때문에 (비선형의) 유연한 모델링이 가능하다. 또한, 분석의 대

상이 되는 자료의 종류와 수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많을수록 

정확도가 향상되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많은 방법론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순환신경망(RNN) 모형, 그중에서도 장단기기억(Long-Shor

t Term Memory, LSTM) 모형을 사용하여 가격변화 예측을 시도하였다.

1. 인공신경망 예측모형 방법론

1) 인공신경망 모형의 개념과 배경

인공신경망은 IT의 발전에 힘입어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마이닝의 대표

적인 기법의 하나다. 자료기반(data-driven)의 인공지능 방법론으로, 문제

의 사례를 데이터의 형태로 제공하고 이로부터 귀납적으로 지식을 추출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로부터 연역적으로 모형을 구

축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확률‧통계의 방법론이다. 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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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연역적 모

형 구축의 확장성이 과거보다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데이터마이닝의 

기법들은 많은 부분 전통적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인공신경망은 이러한 

기존 방법론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시도된 융통성 있는 방법론으로 평

가된다(조성배, 2016).

[그림Ⅴ-1] 생체신경망과 인공신경망

[그림Ⅴ-1]과 같이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에서 신경세포가 패턴을 인

식하는 방식을 유사하게 모사한 알고리즘이다. 단순화해서 표현하면, 인

공신경망은 정보를 입력받아 연산하여 출력할 때, 출력값이 이미 알고 

있는 목푯값에 가까워지도록 입력값의 가중치(w)를 새롭게 갱신하는 구

조로 되어있다. 뉴런(neuron)이라는 신경세포를 통해 감각기관에서 받아

들인 자극 등의 정보가 뇌로 전달되는 과정도 이와 유사한 구조다. 인간

의 뇌는 무수히 많은 뉴런이 시냅스(synapse)로 연결된 신경망(neural ne

twork)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시냅스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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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과 그 조합에 따라 작동한다. 이러한 신경망에서 뉴런은 입력, 처리, 

결과의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인공신경망도 이와 같게 입력층(Input la

yer)과 은닉층(Hidden layer), 출력층(Output layer)으로 구성된다. 세 부분

은 각각 노드로 구성되어 가중치를 반영한 합(Weighted Sum)과 같은 단

순 연산 작업을 수행한다(Harvey, 1994). 이때의 가중치가 바로 시냅스에 

대응되는 것으로, 신경망 모형에서는 반복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최대한 

목푯값에 근접한 출력을 내는 가중치를 탐색한다. 

[그림Ⅴ-2] Multi-Layer Perceptrons(MLP)

인공신경망 모형은 정보처리 능력의 발전과 함께 점차 고도화 되어왔

다. Rosenblatt(1958)가 고안한 퍼셉트론(Perceptron)은 인공신경망 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신경망 네트워크를 모방하여 입력된 정보에 대한 

모델의 실제 출력과 원하는 결과와의 차이를 이용하여 최적의 가중치(W

eight Factor)를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후 배타적논리합(XOR)과 

같은 단순 비선형 구분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단일퍼셉트론의 한계를 해

결하기 위해 퍼셉트론 신경망에 은닉층(Hidden Layer)을 도입하는 다층

신경망(Multi-Layer Neural Network)이 제안되었다(Minsky & Papert, 19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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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오류역전파(Backpropagation)8)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 다층신경

망에서 과적합 문제가 개선된 가중치의 효과적 학습이 가능해졌다(Hopfi

eld, 1982). 오류역전파 알고리즘에서 가중치들은 확률적 경사하강법(stoc

hastic gradient descent)을 통하여 갱신된다([그림Ⅴ-3] 참조). 이에 따라 

인공신경망 연구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 딥러닝(De

ep Learning)의 출현과 복잡하고 큰 규모의 자료를 처리와 연산을 가능

하게 하는 컴퓨터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신경망 이론은 영상인식, 음성

인식,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림Ⅴ-3] 오류역전파 알고리즘

딥러닝은 신경망의 층이 많고 층마다 고려되는 변수가 많다는 것을 딥

(Deep)이라고 표현한 데서 기인한 용어로 2000년대 이후 머신러닝 분야

의 발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입력층과 출력층 사

이의 은닉층 개수를 늘린 것인데, 추가 계층들은 점진적으로 모여진 하

위계층들의 특징들을 규합시킬 수 있어, 더욱 적은 수의 노드만으로도 

8) 오류역전파 알고리즘: 정방(Feedforward) 연산 이후, 에러(Error, 예측값과 실측값 사
이의 오차)를 후방(Backward)으로 다시 보내줌으로써, 많은 노드를 가진 MLP라도 최
적의 Weight와 Bias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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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데이터 모델링이 가능해진다(Hinton, 2012). 그러나 이러한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의 구현을 위해서는 방법론의 개선이 

필요했다. 은닉층의 수를 늘리면 연산에 필요한 복잡도가 제곱 크기로 

증가하고, 계산량도 이에 비례하여 많아지기 때문이다. 기존 신경망에서

는 구현이 쉽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오차역전파법과 경사하강법이 

선호됐지만, 이 방법들은 심층신경망에서는 학습의 시간 복잡도가 매우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시간복잡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니 

배치(mini batch), 드롭아웃(Dropout)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이 등장하였다

(Srivastava et al., 2014; Hinton, 2012).

[그림Ⅴ-4]> 심층신경망(DNN) 개념도

현재는 행렬 및 벡터 계산에 특화된 GPU와 같은 하드웨어의 발달에 

힘입어 다양한 종류의 심층신경망 구조가 개발‧파생되어 음성인식, 자연

어처리, 컴퓨터비젼, 자동적인 추론, 지식표현, 음성ㆍ신호처리, 로보틱스

분야 등에 적용되어 뛰어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잠재변

수(latent variable)의 다중계층으로 이루어진 심층신뢰신경망(Deep Belief 

Network, DBN)은 선행학습에 사용될 수 있어 학습용 데이터가 적을 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최소한의 전처리(preprocess)를 사용하도록 

설계된 다계층 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s) 의 일종인 합성곱신경망

(Convolution Neural Network, CNN)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합성곱 계층

과 그 위에 올려진 일반적인 인공신경망 계층들로 구성된다. 2차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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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력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서 영상과 음성 분야에서 모두 좋은 성

능을 보여준다. 최근에는 이 둘의 장점을 합쳐 합성곱 심층신뢰신경망(C

onvolutional Deep Belief Network, CDBN)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

도 시계열 자료 분석에 탁월한 성능을 나타내어 언어 관련 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 등이 있으

며,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2) 순환신경망 모형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은 순서가 있는 자료(Sequ

ential data) 처리에 강점을 가진 신경망 모형이다. 일반적인 신경망의 경

우 가중치에 과거의 정보가 반영되지 않는데, 인간의 인식구조와 차이를 

보이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경험에 의한 판단이 약해지게 된다. RNN은 

기존 인공신경망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RNN에서

는 학습 데이터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입력하고, 가중치를 계산할 때 이

전 단계 가중치 값을 활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때문에 상태가 고정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다른 신경망과는 달리 자연어 처리나 음석인식처럼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강점을 가지고있다(김진중, 2017). 또

한 항목 간 자기상관성이 높은 자료의 순차모델링에 적합하여 시계열 자

료 분석에 주로 활용된다.

[그림Ⅴ-5] RNN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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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오류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앞먹임)

신경망(Feed-Forward Neural Network)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연산이 입

력층에서 은닉층를 거쳐 출력까지 진행된다. 이때, 입력데이터는 모든 

노드를 단 한번 지나간다. 그러나 RNN에서는 은닉층의 결과가 같은 은

닉층의 입력으로 다시 들어간다. 은닉층의 노드가 방향을 가지고 연결된 

순환구조를 이루기(directed cycle) 때문이다([그림Ⅴ-5] 참고). RNN에서는 

각 단계별로 셀(cell)이라 부르는 신경망을 만들고, 이 셀을 여러 개 중첩

하여 심층신경망을 구성한다. 앞 단계에서 학습한 결과를 다음 단계의 

학습에 이용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신경망 내부의 메모리가 존재하는 셈

이 된다. 

[그림Ⅴ-5]에서와 같이 은닉층을 한 개의 상자 A로 단순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이 은닉층은 순환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좀 더 직관적으로 표

현하면 오른쪽과 같이 펼쳐진 형태로 이해할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입

력되는 값이 연속되는 A를 거쳐 연산 되는 구조이다. 신경망 블록인 A

는 시간단계 t에서, 입력값 를 받고 를 출력한다. 각 시간단계에서 A

는 새로운 입력데이터와 이전 절차 단계 결과를 함께 입력받아 처리하는 

절차를 반복한다. 이 순환구조는 메모리가 신경망 블록의 지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전달되도록 한다. 각각의 루프는 일반적인 신경망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RNN은 동일한 네트워크를 여러 개 복사하여 중첩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Ⅴ-6] RNN cell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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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NN의 순환과정을 수식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Ÿ         

Ÿ     

Ÿ  : t 시점의 input
Ÿ   : t 시점의 output
Ÿ  : t 시점의 hidden state (RNN 구조의 메모리 역할)
Ÿ U, V, W (parameters) : weights

RNN은 순서가 있는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구조를 취하고 있

는데, 현재 상태(t 시점)의 은닉상태 값 은 이전 시간단계의 은닉값

(  )과 현 단계의 입력값()에 따라 결정된다. 때문에 RNN에서는 과거

의 데이터가 다음의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학습할 수 있다. 이

때 활성화함수(activation function)로는 비선형 함수인 하이퍼볼릭탄젠트

(tanh) 또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첫 은닉상태를 계

산하기 위해  은 0으로 초기화한다. 현재 상태의 출력값 는 를 전

달받아 갱신되기 때문에 현 단계의 메모리에만 의존한다. 때문에 거리가 

먼 과거의 일은 기억하기 어렵게 되는 특징이 있다. 

[그림Ⅴ-7] RNN의 구성

각각의 가중치에 해당하는 매개변수(parameter, U, V, W)는 모든 시간

단계에서 같은 값을 공유한다. RNN에서는 매개변수를 학습하기 위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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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거슬러 가는 역전파인 시간펼침역전파(back propagation through ti

me, BPTT)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출력에서 입력 방향뿐만 아니라, 시간

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향의 역전파를 함께 반영하여 경사하강법9)을 

이용한 오류역전파 알고리즘이다. 펼쳐진네트워크는 다층신경망과 같이 

해석할 수 있어 일반적인 신경망에 적용되는 표준 오류역전파 알고리즘

을 모듈화한 것과 같은 개념이다. 단지, RNN에서는 가중치 값들이 모든 

단계에서 공유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펼치는 동

안 각 가중치에 대한 경사도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3) LSTM 알고리즘

RNN의 문제점은 시점간격이 크지 않거나 긴 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대

상으로 한 분석에서 발생한다. 마치 인간처럼 경험이나 기억에 의한 정

보가 흐려지거나 잊어버리게 되는 장기의존성 문제(long-term dependenc

ies)가 발생한다(김한솔 외, 2016). RNN의 학습은 일반적인 인공신경망과 

비슷하게 경사하강법과 오류역전파를 이용해 학습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작업이기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오류역전파 알고리즘을 확장한 

BPTT을 사용해서 학습한다. 이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역전파가 

적용되는 구조인데, 여기에는 기울기 소실 문제(Vanishing Gradients Pro

blem)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경사도 계산이 곱셈 연산으로 이

루어져 있어서 시퀀스가 길어지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학습을 하

는 과정에 경사도 계산의 문제가 발생한다.

곱셈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은닉값이 1보단 큰 경우는 발산의 문제가,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의 수렴 문제가 발생한다. 발산과 관련해서는 

최대값 지정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지만, 수렴의 경우는 경사도가 사라져

9) 경사하강법 외에도 Hessian Free Optimization, Global Optimization Methods 등이 
RNN 학습을 위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량된 최신의 최적화 방법인 Adam 
Optimization Methods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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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것으로 값의 전달이 불가능해진다. 즉, 긴 기간의 의미 파악이 

어려워지고 짧은 기간만 유의미해져 기억력이 좋지 않은 모델이 되기 쉬

워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알고리즘이 바로 장단기기억(Long Shor

t Term Memory, LSTM) 알고리즘이다. LSTM는 Hochreiter와 Schmidhube

r(1997)에 의해 연구되었는데, 현재는 이를 바탕으로 GRU(the Gated Rec

urrent Unit)와 같이 여러 형태로 변형된 LSTM 알고리즘도 개발되어 다

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LSTM은 RNN에 비해 복잡한 셀 구조를 가진다. 기본적인 RNN은 단

일 다층 퍼셉트론을 쓰는 반면, LSTM 셀 하나는 상호 작용하는 입력계

층 4개로 구성된다([그림Ⅴ-8, 9] 참조). 4개의 입력계층은 각각 망각 게

이트(forget gate), 입력 게이트(input gate), 출력 게이트(output gate) 그

리고 기억을 저장하는 셀(cell state)이다.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게이트

들은 정보가 선택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더하거나 제거하는 기능

을 담당한다. LSTM과 RNN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는 Cell state에서 찾을 

수 있다. LSTM의 복잡성은 RNN의 hidden state에 cell state를 추가한 데

서 기인한 것이다. Cell state는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 역할을 하는데, 이 

구조를 통해 시간 단계가 오래 지나더라도 정보(경사도)가 큰 변함없이 

다음 단계에 잘 전파된다.

[그림Ⅴ-8] RNN의 셀(cell) 구조
   

[그림Ⅴ-9] LSTM의 셀 구조

LSTM 셀에서의 연산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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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게이트>
Ÿ        

<입력 게이트>
Ÿ        

Ÿ   tanh     

<셀 스테이트>

Ÿ    
     

<출력 게이트>
Ÿ        

Ÿ     tanh 

Ÿ  : t 시점의 input

Ÿ  : t 시점의 hidden state

Ÿ   : t 시점의 cell state 
Ÿ U, W (parameters) : weights

[그림Ⅴ-10] LSTM 셀의 구조와 수식 정리

첫 번째 단계는 셀스테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버릴지 선택하는 과정으

로 망각 게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망각 게이트는 과거 정보의 선택적 망

각을 위한 게이트로 이전 단계 은닉값   과 새로운 입력값 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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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모이드(Sigmoid function)를 취한 값()을 내보낸다. 시그모이드 함수

의 출력 범위는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그 값이 0이라면 이전 상태의 

정보는 잊고, 1이라면 이전 상태의 정보를 온전히 기억하게 된다. 다음 

단계는 새로운 정보가 셀스테이트에 저장될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입력게

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입력게이트는 현재 정보 기억을 위한 게이트이

다.   과 를 받아 시그모이드를 취하고( ), 또 같은 입력으로 하이퍼

볼릭탄젠트를 취한( ) 다음 이 둘을 곱(Hadamard product)한 값( 
 )

을 내보낸다. 이때, 는 어떤 값을 업데이트할지 결정하고,  는 셀 스

테이트에 더해질 새로운 후보값을 계산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 후, 망각

과 입력게이트를 통해 얻어진 값을 토대로 셀스테이트 값을 갱신( )한

다. 마지막으로 출력게이트를 통해 어떤 값을 출력할지 결정()한 후 셀 

결과 값()을 계산하려 출력하게 된다.

2. 변수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주택가격이 

거시경제의 영향을 받으며, 각 하위시장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가 다르

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격지수의 예측에는 4장에서 도출한 

서울 및 경기 지역의 7개 하위시장 각각의 가격지수와 거시경제 지표들

이 변수로 사용되었다. 이는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 가깝게 해석될 수 있

다. 따라서 미래의 주택가격예측과 관련하여 변화 패턴에 집중하였으며, 

개별적인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미시적 요인들은 각 하위시장의 가격

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고, 기존의 헤도닉 모형에 주로 포함되는 미시 

요인들은 변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분석모형 역시 자료의 패턴 변화예측

에 특화된 순환신경망 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GDP 변화율, 금리, 통화량(M2) 변화량, 물가상승률, K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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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 지수 등을 거시경제 지표로 선정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여 거

시경제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각 변수와 부동산 가격과의 구조적 상관관

계에 대하여서는 앞서 설명하였다. 거시경제변수 각각의 현황에 대한 설

명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생략한다. 

구분 변수 비고

입력변수

하위시장별 아파트 가격지수

서울시 아파트 가격지수(감정원) 한국 감정원

KOSPI 지수 한국 거래소

3년 만기 국고채금리 한국은행

통화량 증가분 M2(평잔, 원계열) 한국은행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CPI) 통계청

출력변수 군집별 아파트 가격지수 각 군집에 대하여 시행

[표Ⅴ-1] 인공신경망 모형에 사용된 변수

3. 모형 개요

1) 분석 과정 및 자료의 처리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서울 및 하위시장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예측 

모델링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모형에 순환신경

망 모형 중 하나인 LSTM(Long-Short Term Memory) 모형을 이용하여 분

석을 진행하였다. 

① 원자료 준비 (Raw Data loading)

② 자료 전처리 (Data pre-processing)

③ 자료분할 (Data Spl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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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LSTM 모형 구성 (LSTM Model Setting)

⑤ 학습 (Training)

⑥ 결과 출력 (Result Reporting) 

앞서 설명한 변수들을 대상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②자료 전처리 과정

에서는 자료 간 범위 차이에 의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선 군집분

석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min-max scaling을 적용하여 각 변수가 0~1 

사이에 분포하도록 정규화하였다. ③자료의 분할은 주어진 자료를 학습(t

raining)하는데 모두 사용하지 않고, 그 일부를 학습된 모형의 정확성을 

평가(testing)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나누는 과정이다. 신경망 

모델링의 목적은 학습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 좋은 예측성능을 내는 것이

기 때문에 자료 일부를 남겨 학습되지 않은 자료(unseen data)에 대한 

예측성능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 자료의 분할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앞의 70%는 학습을 위해, 뒤의 30%를 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검증용 데이터 세트(validation set)를 추가

하여 과적합(over fitting)을 피하는 한편 모형의 정확성(accuracy)을 제고

하고자 하였다. 검증용 데이터 세트는 최종모형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

용 데이터 세트(testing set)와 달리, 학습 과정에 관여하여 최종모형을 

선정하기 위한 성능 평가에 도움을 준다.

[그림Ⅴ-11] 자료분할 개념도

본 연구에서는 검증용 세트를 이용해 epoch10)를 줄이는 early stop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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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적용하여 모형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epoch 

횟수를 경험적인 판단을 통해 임의로 설정하게 되는데, epoch 횟수가 과

도할 경우 과적합이 발생하고, 부족하면 가중치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

게 된다. 이에, 학습 과정에서 일정 주기마다 검증용 세트를 이용해 학

습이 잘되는지 측정하고, 오차(loss)가 연속해서 3번 이상 좋아지지 않으

면 스스로 학습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학습용, 검증용, 시험용 데이터 세

트는 7:1:2의 비율로 나누었으며, 자료가 전후 기간에서 충분한 수준의 

주기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 데이터 세트의 구분을 시간의 선후로 

하지 않고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하였다.

2) 미래 예측을 위한 모형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자료를 통해 1달 후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였

다. 즉, 시험용 세트에 없는 미래의 결과값까지를 도출하고자, 목적한 군

집의 1달 후의 값을 결과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분석

대상이 되는 샘플의 형태를 다음의 [그림Ⅴ-12]와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Ⅴ-12] 데이터 샘플의 구성

이러한 데이터 샘플과 LSTM모형의 관계는 다음 [그림Ⅴ-13]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에서 2018년 6월이 포함된 마지막 데이터 

10) 자료 전체를 반복하는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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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은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 샘플은 최종 목표인 미래 예측

을 위한 것으로, 학습과 평가를 통해 최종 검증된 모형에 마지막 샘플을 

넣어 2019년 1월의 가격지수를 추출한다. 

[그림Ⅴ-13] LSTM 모형과 데이터 세트와의 관계

3) 모형의 설계

인공신경망 모형을 사용한 분석에 있어서 셀의 수, 학습 횟수, 학습률

과 같은 초매개변수(hyperparameter)의 설정은 모형의 성능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정

하는 기준이 이론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아직은 많은 부분을 연

구자의 경험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경망 모형에서 은

닉층과 노드의 수를 늘리는 것, LSTM에 대하여서는 셀의 수를 늘리거나 

LSTM layer를 적층(stack)하는 것이 예측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에는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샘플의 수가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방법이 오히려 모형의 정확성을 떨어트리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최종적으로 LSTM 셀의 수는 20개, 적층은 사용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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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모형을 결정하였다. epoch 횟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검증용 

데이터 세트(validation set)를 이용해 자동적으로 최적화하도록 하였다.

학습률은 0.001로 설정하였다. 학습률은 경사하강법 알고리즘에서 가중

치 갱신을 위해 움직이는 보폭에 해당한다. 너무 작게 설정하면 학습 속

도가 느려지고, 너무 크게 설정할 경우에는 가중치의 최적값을 무질서하

게 이탈할 우려가 있다. 이에 여러 사례를 토대로 적절한 학습률율을 설

정하였으며, 확률적 경사하강법(SGD) 대신 속도를 계산하여 학습의 갱신

강도를 적응적으로 조정해나가는 Adam optimizer를 가중치 갱신을 위한 

최적화 함수로 사용하여 관련 문제를 개선하였다. 손실함수는 평균 제곱

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사용하였다.

매개변수 값 설명

input layer 12 입력 variable 수

hidden 
layer

# of cells 20 LSTM cell 수

stacked 1 stacked LSTM layers 개수

output layer 1 many to one

sequence length 12 학습할 기간 (window size)

forget bias 1.0 망각편향

keep probability 0.3 dropout시 keep할 비율

# of epoch 100000 에폭 횟수 (validation에 의해 결정)

evaluation frequency 3 evaluation을 진행할 epoch 주기

count for evaluation 
stop 

5 학습이득이 연속적으로 없을 때 종료하는 
값

learning rate 0.001 학습률

training set 70%

validation set 10%

[표Ⅴ-2] 모형 개요 및 초매개변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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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분석

1) 예측성능 평가 결과

LSTM 모형의 성능 평가에는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

or, RMSE)를 사용하였다. RMSE는 표준편차를 일반화시킨 척도로, 실제

값과 추정값과의 차이가 얼마인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를 0~

1로 표준화하여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RMSE 값이 오차율과 유사한 

의미를 시사한다. 

전체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Ⅴ-3]과 같다. 시험용 데이터셋에 대한 예

측 정확도를 기준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95% 이상의 우수한 예측성능을 

보이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한국감정원의 서울시 아파트 실거래가 지

수와 군집2에 대해서는 97.0%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다. 그 외에 군집1에 

대해서도 96.0% 이상의 정확도가 확인되었고, 군집3과 4에 대하여도 95.

0%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서울 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군집 5와 

7의 경우에는 그에 못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구분
epoch 
횟수

RMSE(Root Mean Square Error) Testing
정확도training validation testing

군집1 서울 동남권 201 0.046 0.039 0.040 96.0 
군집2 서울 소형 237 0.034 0.035 0.028 97.2 
군집3 서울 중소형 123 0.055 0.061 0.046 95.4 
군집4 서울 동북권 243 0.047 0.027 0.042 95.8 

군집5 신도시 중소형 111 0.079 0.094 0.055 94.5 

군집6 신도시 중대형 348 0.076 0.075 0.048 95.2 

군집7 수도권 소형 144 0.053 0.050 0.054 94.6 
서울(한국감정원) 564 0.028 0.020 0.027 97.3 

[표Ⅴ-3] 가격예측 모형의 성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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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림Ⅴ-14] 부터 [그림Ⅴ-22]까지의 그래프는 훈련용 샘플과 

시험용 샘플에 대한 실제(actual) 값과 예측(predict) 값을 표현한 것이다. 

파란 선은 예측값을 빨간 선은 실제 값을 나타낸다. x축이 시간적으로 

과거부터 최근의 자료를 나타내지만 샘플이 무작위로 추출되었기 때문에 

연속적인 값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 각각의 분석에 대하여 동일한 rand

om seed 값을 사용하여 서울 및 모든 군집의 분석에서 샘플의 추출 시

기는 고정하였다. 

[그림Ⅴ-14] Training 결과 (서울시)

[그림Ⅴ-15] Testing 결과 (서울시)

한국감정원의 서울시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를 대상으로 한 분석의 결

과를 살펴보면, 학습결과에서 예측값이 실제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

한 형태를 보인다. 연구의 결과에는 서술하지 않았으나, 시행착오의 과

정에서 epoch 횟수를 늘리거나, drop out 비율을 줄이는 등 초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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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16] 군집1 분석결과 (좌:train, 우:test)

[그림Ⅴ-17] 군집2 분석결과 (좌:train, 우:test)

[그림Ⅴ-18] 군집3 분석결과 (좌:train, 우:test)

[그림Ⅴ-19 군집4 분석결과 (좌:train, 우:test)



- 109 -

[그림Ⅴ-20] 군집5 분석결과 (좌:train, 우:test)

[그림Ⅴ-21] 군집6 분석결과 (좌:train, 우:test)

[그림Ⅴ-22] 군집7 분석결과 (좌:train, 우: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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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정하여 학습결과에 대한 예측 수준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 샘플에 대한 예측정확도를 일정 수준 이상 향상하면 과적합 문제가 

발생하여 시험 샘플에 대한 예측정확도가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 이는 예측 모델링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이기도 하다. 그 때문에 

예측의 정확도에 초점을 맞추어 모형을 조정하였다.

상대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인 군집 1과 군집2의 경우에는 전체 그래프

에서도 실제값과 예측값의 높은 일치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군집 7

의 경우에는 훈련과 시험 모두에서 실제값의 변동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

고 있어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2) 미래가격변화 예측결과

본 연구의 최종적 목표는 미래 가격 동향에 대한 예측이다. 훈련을 통

해 학습하고, 시험을 통해 확인한 최종모형에 2018년 12월 자료가 포함

된 가장 최근의 샘플을 사용해 얻은 2019년 1월의 가격지수는 다음의 

[표Ⅴ-4]와 같다. 

구분 ‘18.12
(이전 최대값=1)

‘19.01
(이전 최대값=1)

변화율 가격지수
(2013.01=100)

군집1 서울 동남권 0.966 0.962 -0.42% 190.5

군집2 서울 소형 0.924 0.916 -0.83% 166.2

군집3 서울 중소형 0.841 0.835 -0.73% 150.4

군집4 서울 동북권 0.939 0.932 -0.78% 152.2

군집5 신도시 중소형 0.804 0.797 -0.90% 129.7

군집6 신도시 중대형 0.603 0.585 -2.98% 119.1

군집7 수도권 소형 0.946 0.938 -0.87% 135.6

서울(한국감정원) 0.962 0.952 -1.01% 168.2

[표Ⅴ-4] 2019년 1월 예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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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23]은 2019년 1월의 예측값을 포함하여, 최근 2년간 서울 및 7

개 군집의 가격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2013년 1월을 기준(100)으로 삼았

다. 서울시 전체의 아파트 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1.01%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18년 말을 기점으로 거래량 감소와 함께 시작된 가격하락

이 1개월 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결과이다.

서울 동남권의 군집1의 경우, 전달 대비 0.42%의 가격하락이 예측되고, 

서울 소형 중심의 군집2의 경우에는 그보다 큰 0.83% 하락이 예측되었

다. 이외의 하위시장도 예외 없이 가격하락이 예측되었다. 그중 신도시 

중대형 중심의 군집6의 하락 폭이 가장 커 2.98%의 하락이 예상되었다.

[그림Ⅴ-23] 2019년 1월 가격 변화 예측결과



- 112 -

5. 소결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가격예측에서 각 군집별 월별 가격의 대푯값은 

각 군집의 월별 거래 평균 가격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가격 변화 방향

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군집 분석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분기별 대푯값을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인공신경망 모형의 특성상 최

대한의 분석 대상 사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월 단위를 기준으로 예측

을 진행하였다. 장기간의 가격 변화 트렌드에 있어서는 분기별 대푯값과 

차이가 없지만, 3개월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서는 일부 불안정한 

가격 움직임이 관측된다. 관련하여 각 군집의 월별 가격을 충분히 정제

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일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시계열 자료에 특화된 LSTM 인공신경망 

모형을 적용하여, 서울 및 수도권의 하위시장에 대한 가격 변화예측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RMSE 값을 이용한 결과 평가에서, 모든 하위시

장에 대해 훈련용 샘플과 시험용 샘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예측정확도가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 전체를 대표하는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에 대하여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예측정확도가 확인되었다.

이외에 주목할만한 부분은, 2018년 말 이후 최근의 가격하락에 있어서 

실제값과 예측값과 사이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관측된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거래가 빈번한 서울 중소형 중심의 군집3과 신도시 중소형 

중심의 군집5를 제외한 모든 군집과 서울 지수에 대해서 예측값이 실제

값에 비해 높게 예측된다. 이는 최근의 주택시장 움직임이 과거의 (또는 

학습된) 그것과 차이를 보임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즉, 주택가격과 거시

경제 지표와의 관계에 있어 최근의 시장변화가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의

미한다. 한편으로, 2018년 말 이후의 가격하락이 거시경제의 영향이 아

닌 주택 정책 등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주택 정책과 관련한 변수의 반영이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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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결과 요약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와 데이터마이닝 방법론을 통해, 

가격변화에서 동질적인 특성을 보이는 주택 하위시장을 구분하고, 서울 

및 하위시장의 미래가격변화를 예측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및 수도권

의 아파트 시장을 대상으로 삼아, 200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3

00만 건에 달하는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아파트 시장이 규모와 공간에 따라 어떻게 세분되어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비계층적 시계열 군집분석을 시행하였다. elbow method를 

통해 하위시장의 수를 7개로 설정하였으며, 공간적 최소단위를 규모별 

아파트 단지로 사용하여 군집화하였다. 아파트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준

으로 사례별 가격변화 패턴과 가격대가 군집화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군집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실제 가격분포 및 가격변화 특성

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하위시장 구분에 성공하였다.

그 결과 7개의 하위시장은 크게 서울 중심의 하위시장 4개와 서울 외 

지역 중심 시장 3개로 구분되었다. 서울 중심의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규모별 차이가 혼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동남권(강남구, 서초

구)과 동북권(도봉구, 노원구)의 경우에는 지리적 인접성이 강하게 작용

하여 규모에 상관없이 유사한 가격변화를 보였다. 서울 내 그 외의 지역

은 지리적 인접성보다는 아파트 규모에 따라 동질적 특성을 보여 소형과 

중소형으로 구분되었다. 서울 외 지역의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구분되었

는데, 중소형의 경우에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중대형은 이에 일부 2

기 신도시 지역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었고, 소형의 경우에는 더 넓은 범

위에서 동질적인 가격변화 양상이 확인되었다.

가격 면에서는 서울 동남권이 월등히 높은 가격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를 기준으로) 뒤를 이어 서울 소형, 서울 중소형,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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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중소형, 서울 동북권, 신도시 중대형, 수도권 소형의 순으로 나타난

다. 분석된 기간 내에서는 서울 소형의 가격상승과 신도시 중대형의 하

락이 두드러진다.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두 군집 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선호에 따른 주택 수요에 변화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서울 소형의 전세가율이 가격 상승기에 빠

르게 떨어지고, 수도권 소형의 경우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단순히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외에 투자가치 등이 함께 고려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아파트 하위시장 분화의 명확한 원인에 

관하여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후 이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 변수 등의 영향을 반영하여 인공신경망 모형을 통해 향후 주택 

하위시장의 가격변화를 예측하였다. 시계열 자료 분석에 특화된 순환신

경망 모형의 발전적 형태인 LSTM 모형을 사용하여, 한국감정원의 서울

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와 군집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7개의 하위시

장을 모형화하고 미래가격 변화를 예측하였다. 전체 자료를 7:1:2로 나누

어 전체 자료의 70%는 학습하는 데 사용하고 10%는 모형의 정확성을 높

이기 위해, 나머지 20%는 결과를 평가하는데 활용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되지 않은 20%의 자료에 대해, 실제값과 예

측값의 평균 제곱근 오차가 모든 경우에 0.055 이하로 확인되는 우수한 

결과를 얻었다. 특히, 서울시 실거래가격지수와 서울 소형 아파트 하위

시장에 대한 예측값의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단, 2018년 말 이후 최

근의 가격하락에 있어서 다른 기간에 비해 예측값이 실제값보다 높게 관

측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당 모형을 통해 분석에 사용되지 않은 미래 시점인 201

9년 1월에 대한 가격변화를 예상하였다. 그 결과 서울을 비롯한 모든 하

위시장에서 가격하락이 예상되었다. 2018년 12월 예측값과 비교한 변화

율을 기준으로 크게는 2.98%, 작게는 0.42%의 가격하락이 예상되었으며,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의 경우 2018년 10월부터 이어진 가격하락

에 더해 1.01% 의 추가적인 하락이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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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정책적 관점에서 주택 하위시장을 논할 때, 하위시장 구분의 적절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위시장 규모’의 문제다. 다시 말해, 각 하위

시장이 얼마나 동질적으로 구분되었느냐는 것뿐만 아니라, 구분된 하위

시장의 규모가 어떠한 정책적 태도를 취하기에 적합한가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수요가 혼재하고, 지리적 의존성을 가지며 구성상품의 이질성이 

큰 주택시장의 특성상 주택 하위시장은 그 규모를 작게 설정할수록 개별 

시장 내 동질성이 높아진다. 단적으로, 동일 아파트 단지의 동일 면적 

주택은 시장에서 거의 동일한 상품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단위의 하위시장은 정책적 판단과 행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때문에 주

택 정책의 판단 및 대상으로서 합리적 수준의 내부적 동질성을 담보하는 

선에서 적절한 하위시장의 규모 또는 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을 바라볼 때 익히 사용하는 

기준인 광역시도 단위 3구분(서울, 경기, 인천), 서울에 대한 5개 권역(도

시, 동북, 동남, 서북, 서남), 2개 권역(강남, 강북) 구분이 정책적 관점에

서 합리적 선택이 아님을 시사한다. 상기 기준으로 정의된 하위시장 내

에는 본 연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특성의 사례들이 혼재되

어 있다. 잘못된 기준으로 시장을 판단할 경우, 시장의 움직이나 변화를 

오독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규모별 사례를 원소로 하여 그 가격변화

에 대해 시계열 군집분석 시행하여 하위시장을 추려내었다. 그 결과로 

얻어진 수도권 내 7개의 하위시장은 실제 시장 내에 존재하는 하위시장

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의 하위시장 구분과 비교하

여 명시적 기준의 특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7개의 하위시장을 

단순화하여 서울 동남권, 서울 소형, 서울 중소형, 신도시 중소형, 서울 

동북권, 신도시 중대형, 수도권 소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는 지역과 규모

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기존의 하위시장 구분보다 개별 시장 내의 동질

성이 높고, 시장의 실제적 역동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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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fining Housing Submarkets 
and Forecasting Housing Prices 
using Data Mining Techniques

Sukjoon Lee

Dep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housing real estate marke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socioecono

mic environment of the city, is a very complex market with many interests 

involved. Changes in the housing market ofte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ociety as a whole. There are ongoing efforts to understand the housing mar

ket and to observe precisely the changes that occur in the market. From this 

point of view,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housing market is to properly id

entify homogeneous submarkets and to predict their price fluctuations. In oth

er words, how to define a homogeneous sub-market in a heterogeneous mar

ket operated by a complex description and how to anticipate that future cha

nge are very important in dealing with the housing market.

This study divides apartment market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to severa

l submarkets with similar price and price movements using APT transaction 

data and data-mining methodology. First, I defined 1) submarkets with a pat

tern of synchronized price change in APT-market using time series cluster a

nalysis method. And then, 2) Modeling the prices of Seoul and sub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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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macroeconomic variables and cluster price changes, using Artifi

cial Neural Network(ANN) model, and forecast future price changes.

For this purpose, APT transaction data provi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ere used. From 2006.01 to 2018.12, about 3 

million transaction cases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were selected. I

n terms of time series clustering analysis, partitioning method was used for 

clustering. Global Alignment Kernel (GAK) was used as similarity measure 

and Partitioning Around medoid (PAM) algorithm was used for center extrac

tion. For the prediction of the price, Long Short Term Memory (LSTM) alg

orithm of the Recurrent Neural Network model is used.

As a result of sub-market segmentation by cluster analysis, Seoul and met

ropolitan area markets were divided into 7 submarkets, of which 3 are main

ly in Seoul, and 4 markets are located outside of Seoul and new towns. Ea

ch of them can be expressed in simplified form in the Seoul Southeast Regi

on (Gangnam, Seocho, Songpa), Seoul Small, Seoul Mid-Large, Seoul North

east(Dobong, Nowon), New-town Mid-Small, New-town Mid-Large, Metropol

itan Small. Overall,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cale rather than geog

raphic proximity, but it was confirmed that regional homogeneity was strong

er in the case of Southeast and Northeast regions than Seoul. Each sub-mar

ket showed a difference in price(per unit area) and price change patterns.

For the prediction of future price changes in Seoul and submarkets, this st

udy used data such as the housing price index and the number of transactio

ns, and macroeconomic variables that were found to affect housing prices. I

n the 12-month period, the model was constructed to estimate the price one 

month after the absence of background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recasting performance in Seoul and all submarkets was confirmed. For the 

price change after one month, it is predicted that the price decline that start

ed at the end of 2018 will continue.

This study implies that the definition of the sub-market in the metropol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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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rea, which is currently used in the market and academia, reveals the pro

blems of the reality reflection and suggests a new sub-market definition with 

homogeneity and efficiency reflecting the dynamics of the market. These res

ult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future housing market 

changes and to make policy decisions.

◆ keywords : Housing Submarket, Data-mining, Price prediction, Clustering 
Analysis, Artificial Neural Network(ANN), LSTM

◆ Student Number : 2014-3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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