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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네트워크 구조 분석: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사례

정준호*

An Analysis of Network Structure in Housing Markets:  
the Case of Apartment Sales Markets in the Capital Region

Jun Ho Jeong* 

요약 : 본 연구는 최소걸침나무(minimal spanning tree) 기법을 2003년 7월-2014년 3월 기간 동안의 수도권 아파트 매

매시장에 적용하여 주택시장 네트워크의 위상학적인 구조를 분석한다. 이러한 기법의 적용을 통해 파악된 수도권 아

파트 매매시장 네트워크의 위상학적인 구조의 특성들은 주식시장에서 발견되는 그것들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다. 이는 네트워크의 계층구조, 네트워크 내 하위집단의 구분, 시간에 따른 결절 간 수익률의 전염 확

산, 시간 종속적인 네트워크 구조에 따른 상관관계 붕괴 현상 등을 포함한다. 이는 분석 기간 동안에 아파트가 자산으

로서 투기적 동기에 강렬하게 휩싸여 있었으며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뛰어난 주택 상품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네트워크, 최소걸침나무, 아파트 매매시장, 수도권 

Abstract : This paper analyzes the topological structure of housing market networks with an application 
of minimal spanning tree method into apartment sales markets in the Capital Region over the period 
2003.7-2014.3. The characteristics of topological network structure gained from this application to some 
extent share with those found in equity markets,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ir intensities 
and degrees, involving a hierarchical structure in networks, an existence of communities or modules in 
networks, a contagious diffusion of log-return rate across nodes over time, an existence of correlation 
breakdown due to the time-dependent structure of networks and so on. These findings could be partially 
attributed to the facts that apartments as a quasi-financial asset have been strongly overwhelmed by spec-
ulative motives over the period investigated and they can be regarded as a housing commodity with the 
highest level of liquidity in Korea. 

Key Words :  network, minimal spanning tree, apartment sales market, the capi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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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0년대 글로벌 차원에서 부동산시장이 투기

적 속성을 가지면서 주요 OECD 국가의 주택시

장은 미증유의 가격 앙등기를 경험하였다(Bracke, 
2011). 우리나라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계금

융의 자유화가 확대되면서 여기서 예외가 아니었

으며(정준호, 2013), 참여정부는 주택가격 안정화

에 실패하여 정권의 명운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하여 

세계 전체를 금융위기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였다. 

이처럼 2000년대 주택시장은 금융시장과 급속히 

통합되면서 그 움직임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패턴

을 가지게 되었다.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 간의 통합은 부동산자

산을 실물자산보다는 준금융자산(quasi-financial 
assets)으로 인식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실물자산으로서 인플레 헤징 기능을 

가지면서 금융자산에 대한 보완재로서 역할을 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들 간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

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이 시장에서 준금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작동하고 있다면 이것이 금융

자산의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실증적

으로 분석하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비교하는 것

은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금융시장의 속성에 관한 연구들은 여러 가지 방

면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연

구는 최근 경제물리학과 금융경제학 분야에서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Mantegna and Stanley(2000)
는 네트워크 시각에서 금융시장의 수익률 분포

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그러한 분포가 군집화

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Mantegna(1999)는 금융시장의 네트워크는 위상

학적(typological) 측면에서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

으며, 이는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자산의 군집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 

금융시장의 네트워크 구조에 관한 연구는 Man-
tegna(1999)가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거리계수

로 전환하여 이를 토대로 네트워크 내 모든 결절

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최소걸침나무(minimal 
spanning tree, 이하 MST)를 생성하는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써 진일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MST 기법은 유클리드 거리로 측정된 

자산 간의 복잡한 상호 관계망을 초거리 공간(un-
ltrametric space) 내에서 자산 간의 상관구조 정보

를 대폭적으로 축약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유의미

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Gower et al., 1969; 
고일용·이승국, 2007).

이에 기반하여 금융시장의 네트워크에 대한 연

구는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행해져 왔다(예: Man-
tegna, 1999; Anderson et al., 2001; Onnela et al., 

2003, Coelho, et al., 2007; Smith, 2009), 이들 

연구는 개별 주식시장 네트워크 계층구조의 이해

(Mantegna, 1999), 세계 주식시장의 통합에 따른 

네트워크 구조의 해명(Coelho, et al., 2007), 시간 

종속적인 주식시장 네트워크 구조와 기존 포트폴

리오 구조의 재평가(Onnela et al., 2003),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경제

적 충격에 따른 주식시장 수익률 하락의 자산 간 

전염 확산과정(Smith, 2009) 등을 포함한다. 국내 

연구로서 고일용·이승국(2007)은 MST 방법론을 

소개하고 국내 주식시장과 부도시장에 적용하여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주택시장에 대한 정보가 금융

시장의 그것처럼 잘 제공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 매매시장은 특정 입지에

서 금융시장처럼 자산시장의 속성을 다분히 가지

고 있다(이종아·정준호, 2010). 그렇다면 자산시

장으로서 주택시장의 네트워크 형태는 금융시장

의 그것과 유사한 형태가 도출될 수 있다는 가설

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금

융시장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주식시장에 대

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부동산시장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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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전무하다. 이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의 실

물 자산으로서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이해의 지속

과 부동산 가격정보 구득의 시계열적 제약에 기반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택 상품의 표준화와 결

부되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거래가 용이하고 다

른 부동산자산에 비해 유동성이 뛰어나 중산층 자

산축적의 열망을 대표하는 자산으로 각광을 받

아 왔다. 특히 2000년대 이래 아파트는 가계금융

의 자유화와 결부되어 사실상 준금융자산으로 널

리 인식되었으며 주식처럼 가격이 요동치기도 하

였다. 이러한 아파트 가격 앙등기를 거치면서 정

부의 가격 안정화 정책의 효과적인 입안과 실행을 

위해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정보에 대한 양호한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거

의 모든 국민들이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인 열망을 

고취하는 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을 

대상으로 경제물리학에서 확립된 네트워크 기반

의 MST 기법을 적용하여 그 네트워크의 위상학

적 구조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아파

트 매매시장에서 금융시장 네트워크의 속성이 어

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는 금융시장과 아파트 매매시장 네트워크 간의 위

상학적 구조의 유사성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

이기도 하다. 

2절에서는 네트워크 기반의 MST 방법론에 대

해 기술하고, 3절에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는 정태적인 

분석 결과와 동태적인 분석 결과로 나누어 보고한

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

약·정리하고 결론을 맺는다. 

2. 분석 방법론: 네트워크 기반의 MST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 방법은 네트워크 기

반의 MST이다. 이는 경제물리학에서 개발된 방

법론으로 주식시장으로 대표되는 금융시장의 네

트워크 분석에 적용되어 왔다(Mantegna, 1999; 
Onnela et al., 2003; Coelho et al., 2007; 고일용·

이승국, 2007). 네트워크 기반의 MST 기법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는 그래프상의 결절을 각 지

역의 아파트 매매지수라고 할 경우 이들 결절 간

의 상관계수 행렬과 거리계수 행렬을 계산하고 이 

결절들을 최단 거리로 완전하게 연결한 그래프를 

구축하는 것이다. MST는 가장 중요한 상관관계

를 선별하고 이를 토대로 최단 거리 연결 그래프

를 구축하여 결절들의 군집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

다. 물론 MST 이외에도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이

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

지가 있으나 MST가 가지는 방법상의 단순성과 

같은 장점이 부각되면서 경제물리학 또는 금융경

제학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MST
는 정보의 바다에서 헤매지 않고 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데 도움

을 주며, 결절 간의 상관관계를 간결하게 나타낸

(pruned) 위상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On-
nela et al., 2003).

MST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두 결절 

간의 유사성, 즉 상관계수 행렬을 구축해야 한다. 

상관계수 pt
ij는 등식 1과 같이 정의된다. 

pt
ij=

[<ri
t2

>-<ri
t>2][<rj

t2

>-<rj
t>2]

<ri
trj

t>-<ri
t><rj

t>
 등식 1

여기서 t는 시간, <...>는 시간 평균을 나타낸

다. 또한 ri는 lnPi(t)-lnPi(t-1)로 정의되는 로그 

수익률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Pi는 국민은행

이 발표하는 수도권 시군구 아파트의 월별 매매가

격지수이다. 상관계수 행렬 C t는 N×N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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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칭행렬이고 정의에 따라 대각행렬 원소의 값

은 1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상관계수의 값은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하지만 결절 간의 상관계수는 이들 간의 거리 척

도(metrics)로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상관계수

는 거리 척도를 규정하는 세 가지 공리들을 충족

할 수 없기 때문이다(Mantegna, 1999). 거리 척도

로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유클리드 거리는 세 가지 

공리, 즉 ① dij=0⇔i=j, ② dij=dji, ③ dij≤dik+dkj

를 충족한다. 첫 번째 공리의 경우 두 변수가 동일

하면 상관계수가 1이고 dij=0이다. 두 번째 공리의 

경우, 정의상 거리 행렬은 대칭행렬이기 때문에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 공리는 유클리

드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삼각 부등식을 

일컫고 있다. 

Mantegna(1999)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상관계

수를 활용하여 등식 2와 같은 유클리드 거리 척도

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dij= 2(1-pij)  등식 2

여기서 거리 계수의 값은 비선형이고 0과 2 사

이의 값을 가진다. 거리 행렬 Dt는 상관계수 행렬

과 마찬가지로 N×N로 구성되는 대칭행렬이다. 

이는 MST를 구축하는 데 사용된다. 

그런데 상관계수의 함수로서 정의되는 유클리

드 거리 척도를 가지고 시장의 네트워크를 파악하

면 너무 복잡하고 결절 간의 상관계수에 대한 유

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가 없다. 네트워크의 위상

학적인 구조와 연관된 유용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리 공간을 가정할 필

요성이 있다(Mantegna, 1999). 이러한 이유로 인

해 초거리 공간(ultrametric space) 개념이 도입되

는데, 이 중에서도 단순성의 이유로 서브도미넌트

(subdominant) 초공간이 적합한 것으로 널리 받

아들여지고 있다(Onnela et al., 2003). 이는 유클

리드 거리 공간에서 추출 가능한 정보 중에서 상

관관계 분석에서 비유의한 정보를 인위적으로 추

려내어 핵심적인 정보만을 얻기 위해 정의되는 공

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일용·이승국, 2007). 초

거리 공간에서 새로운 거리 d̂ij는 ① d̂ij=0⇔i=j, ② 

d̂ij=d̂ji, ③ d̂ij≤max(d̂ik,d̂kj)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

한다. 첫째와 둘째 조건은 전술한 유클리드 거리

의 그것과 동일하다. 하지만 세 번째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성립하는 삼각부등식의 그것보다 더 강

한 조건이다.

이러한 새로운 거리 d̂ij를 가지고 그래프를 연결

하는데 그것이 바로 MST이다. 환언하면, MST는 

Dt를 통해 T t를 추출하여 꼭짓점(vertex)을 연결

한 그래프이다. 이는 N개의 꼭짓점이 연결되어 있

는 구조에서 d̂ij의 거리의 합, ∑
dij

t
=T tdij

t이 최소화되는 

N-1개의 변(edge)을 가지는 그래프이다. Gower 
and Ross(1969: 56)는 MST를 ① 폐쇄된 루프가 

없으며, ② 각 꼭짓점은 적어도 하나의 변과 연결

되며, ③ 전체로 연결되는 그래프(나무)로 정의한

다. 

이러한 초공간은 군집의 계층성이 경제적 관점

에서 의미가 있다는 발견에 의해 사후적으로 추가

된 것으로(Onnela et al., 2003), 소위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두 군집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순으

로 연결하는 단일 연결법(single link method)이 사

실상 MST와 동일한 거리 d̂ij를 공유하고 있기 때

문에(Gower and Ross, 1969)1), 이는 계층적 나무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Mantegna, 1999). 
이처럼 초공간에 기반한 MST는 대칭행렬인 상

관계수 행렬 C t와 거리계수 행렬 Dt의 N(N-1)/2
개의 정보를 (N-1)개의 정보로 압축할 수 있는 것

이다. 하지만 MST에 포함된 거리계수의 분포는 

상관계수 분포의 중요한 특성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MST는 상관계수에 대한 매우 유의

하고 축약된 정보를 담고 있는, 전체 상관계수 행

렬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Onnela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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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 분석 

1) 분석 자료

본 연구는 자료가 가용한 59개 수도권 시군구 

아파트 매매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분석 기간은 

200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이다. 따라서 관

측치는 129개이다. 분석 대상을 수도권으로 한정

한 것은 수도권 자체가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지역

으로 분석과 해석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2000
년대 자산으로서 아파트에 대한 자산축적 열망이 

극적으로 표출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분석 기간

을 2003년 이전으로 확장하기가 힘든 것은 그 이

전에는 시군구별 자료가 가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가격 앙등기를 거치면

서 시군구별 자료가 월별로 집계되기 시작하였으

며, 2008년 이후부터는 1주 간격으로 수도권의 주

요 시군구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자료가 가용하

다. 따라서 가용한 시·공간적 범위 내에서 분석을 

수행하며, 아파트매매가격은 국민은행에서 발표

하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자료로 대용한다. 다른 

한편으로, 분석 기간을 가능한 한 확대하고 공간

적 차이로 발생하는 비동시적인 거래 편차에 따른 

시장통합의 과소평가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월별 

자료를 사용한다(Coelho et al., 2007).
주택은 주식과 달리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크

며 고가의 실물 자산이므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하지만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표준화되

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도 적어 거래

가 활발하고 유동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2000년
대 이후 주택시장이 금융시장과 급속하고 긴밀하

게 통합되어 주택을 자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증

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정준호, 2013) 주식시

장 분석의 경우처럼(Mantegna, 1999; Onnela et 
al., 2003; Coelho et al., 2007), 본 연구에서 사용

되는 수익률은 사용자 비용과 임대소득 등을 감안

하지 않은, 즉 자본이득에 한정된 로그 수익률이

다. 

시간에 따른 MST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정 이동창(rolling window) 분석을 

수행한다. 이는 길이가 고정된 창의 시작 시점을 

순차적으로 변경하여 각 고정창을 대상으로 구축

한 MST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

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고정창의 

길이는 1년이고 이동창의 길이는 1개월이다. 

2) 분석 결과

200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전체 분석 기

간에 대한 정태적인 MST 분석과 시간 변화에 따

른 동태적인 MST 분석의 결과들을 나누어 제시

한다. 

(1) 정태적인 분석 결과

그림 1은 200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수도권 59개 아파트 매매시장을 

연결한 MST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의 형태는 

주식시장의 사례(예: Mantegna, 1999)에서 흔히 

나타나는 원형의 응집된 구조가 아니라 덜 집중된 

Y자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절 간의 상관성이 

주식시장의 그것보다는 약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래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래프상의 중심 

결절의 위상과 그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중심 결절이란 최근린 결절과 가장 강하게 연결된 

결절을 일컫는다. 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

나의 결절과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결절

들과의 연결 정도를 측정하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지수를 통해 알 수가 있다. 다른 결절과

의 연결된 수, 즉 연결 중심성의 정도는 해당 결절

의 체계적 위험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고

일용·이승국, 2007: 79). 이 수가 클수록 해당 결

절은 전체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체계적 위험

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환언하면, MS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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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에서 중심부가 아니라 가장자리에 위치할

수록 시장 전체와의 상관성, 즉 체계적 위험은 낮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Mantegna, 1999). 그리

고 MST 연결구조에서 두 결절 간의 거리가 멀수

록(d̂ij값이 클수록) 이들 간의 상관성은 상대적으

로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MST상의 체계적 위험

과 CAPM의 그것은 다르다. MST에서 체계적 위

험은 다수의 결절들과 상관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

다. 반면에, CAPM에서 체계적 위험은 시장수익

률과의 상관성만을 고려한 β를 일컫는다(고일용·

이승국, 2007; 이종아·정준호, 2010).
그림 1은 결절의 크기로 연결 중심성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양이 5이고, 남양주, 관악, 남

동구, 마포, 계양구, 안양, 강남, 구리가 4이다. 그

림에서 보듯이 이 중에서 네트워크 허브에 해당되

는 지역은 서울 강남이 아니라 경기 구리 또는 남

양주이다. 후자가 다수의 연결을 가지며 네트워크

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 함

께 움직이는 정도, 즉 시장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

을 시사하고 따라서 이들 아파트 매매시장의 체

계적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고일용·이승국, 2007).
그림 1과 같은 배치의 그래프는 당초 예상과는 

다르다. 우리나라 중산층의 자산축적 열망을 대표

하는 아파트 매매의 중심지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울의 강남 3구이다. 이 지역이 네트워크의 중심

부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MST에서는 

경기 구리와 남양주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것일까? 전술한 바와 같

이, 이는 무엇보다 MST에서 함의하는 체계적 위

험도는 CAPM에서 일컫는 시장수익률과 얼마나 

동행하는지를 나타내는 정도(β)와 다르기 때문이

다. CAPM의 체계적 위험은 시장수익률과의 동행 

정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반해, MST에서 체계적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되는 네트워크의 중심

은 다른 결절들과의 상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일용·이승국, 2007). 
이종아·정준호(2010)와 이종아(2011)의 아파트

의 CAPM에 관한 연구를 보면, 2000년대 서울 강

남 3구 아파트 매매시장의 β값이 가장 높다. 따라

서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CAPM으로 측정되는 체

계적 위험은 높지만 MST에서 파악되는 체계적 위

험은 낮다. 이는 서울 강남 3구와 그 인접지역이 

국지적인 시장권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 특수

적인 요인이 시장 자체의 변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우는 주

그림 1.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MST

주: 1)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것임. 

     2) 결절의 크기는 연결 중심성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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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시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세계 주식시장의 통합

을 분석한 Coelho et al.(2007)에서 네트워크의 중

심은 미국시장이 아니라 프랑스로 나타나고 있다. 

고일용·이승국(2007)도 국내 주식시장을 분석했

는데, 그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네트워크의 중심부

에 위치하지 않고 있다. 

그림 2는 MST에서 추출된 초거리를 가지고 수

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계층구조를 보여주고 있

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그룹화가 나타나

고 있다. 이는 인접한 지리적 범위에 의해 규정되

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리적 인접성이 아파트 매매시장의 그룹화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Mantegna(1999)의 주식시장에 

관한 연구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수도권 아파

트시장에서도 주식시장보다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는 않지만 계층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대략적으로 용산-영

등포, 용인-강동-서초-강남-송파, 노원-도봉, 

의왕-안양-군포, 안산-시흥, 동작-강서-고양, 

남양주-구리-파주 등 아파트 하위 매매시장이 나

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균질적이지 않고 

하위집단, 즉 모듈(modules)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듈 내에서는 상호 간 연결이 많지만 상이한 모

듈 간에는 연결이 적다(Lambiotte and Delvenne, 
2009). 네트워크는 모듈 내에 모듈을 가진 계층구

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경제적 현상의 경

우에는 흔하다. 따라서 하위집단 또는 모듈을 확

인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중

요하다. 네트워크에서 하위집단을 확인하는 작업

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분석한 네트워크 기

반의 MST와 그와 연관된 계층구조의 시각화는 

이러한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그림 3은 Blondel et al.(2008)과 Lambiotte and 
Delvenne(2009)가 제안한 알고리듬에 따라 네트

워크 내의 하위집단, 즉 모듈을 정치하게 구분하

그림 2.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초공간 계층구조 나무

자료: 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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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00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하위 매매시장을 8개

로 구분한 것이다. 그림 1의 그래프에 대한 하위

집단 구분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모듈 

내 변의 수에서 기대되는 그러한 변의 수를 차감

한 값(Q)2)은 0.7이다. -1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Q값이 크면 계층성을 가진 모듈 구조가 강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해상

도 수준과 가정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하위시장의 구분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하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간략히 기술한다. 서울 강남·서초·송

파·양천구(목동), 경기 성남(분당구)·용인시(수

지·기흥구)·안양(동안구)시 등 소위 2000년대 중

반의 ‘버블 세븐’ 지역이 안양을 제외하고 하나의 

하위시장으로 구분되고 있다. 이 시장은 네트워

크의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에 머물러 있으며 시장 

전체보다는 지역 특수적인 요인(예: 재건축, 사교

육)에 의해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에 네트워크 중심부에 관악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부 서부지역이 하나의 시장으로 엮여 있

다. 인천 연수구(송도 신도시)·서구(검암 신도시, 

가정 오거리 개발), 서울 구로구(오류동 신도시 개

발론) 등은 2000년대 중반의 수도권 아파트 가격 

앙등과 연관된 신도시 개발 붐과 관련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리적 인접성이 하위시장의 

구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경우 전염 

확산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른 한편으로, 지리적 인접성과 무관한 소위 기능

과 경제적 규모 등에 따른 계층적 확산의 기제에 

의해 특정 하위시장으로 구분되는 경우(예: 양천)

도 있다. 

(2) 동태적인 분석 결과 

그래프의 결절들 간의 상관 구조는 시간에 따

라 변동한다. 이에 기반한 MST상의 거리도 시간

에 따라 변하게 된다. 이러한 그래프 MST의 변

화를 Onnela et al.(2003)는 ‘동태적인 자산 나무’

(dynamic asset tree)라고 일컫고 있다. 이를 통해 

MST의 시간 종속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시변하는(time-varying) MST의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우선 2003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수

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경기순환주기를 도출할 

그림 3. Modularity 분석에 따른 수도권 아파트 하위 매매시장의 구분

주: 결절의 상이한 기호는 상이한 아파트 하위 매매시장을 나타내고 있음. 



정준호288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계절조정된 수도권 아파트 명목가격지수에 자연

로그를 취한 후에 HP(Hodrick-Prescott) 필터를 

사용하여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경기순환주

기를 도출한다. 이론적인 면에서 실질가격을 사용

해야 하지만 명목가격과 실질가격 간의 변동패턴

에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서승환, 2012: 51-52)을 

수용하여 여기서는 명목가격지수를 그대로 사용

하기로 한다. 

그림 4에서 보듯이, 아파트 매매가격의 변동 추

세는 크게 두 국면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2009년 

10월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상승 국면이고 그 

이후에는 하강 국면으로 나뉘고 있다. 이러한 구

분은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의 효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은행의 자료는 호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실제보

다는 늦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순환 변동치를 보면 2006-2007년 사

이에 아파트 가격 변동이 가장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림 5와 6은 2009년 10월 전후로 전자의 시기

를 대세 상승기, 후자의 시기를 대세 하강기로 생

각하여 각각 구축한 MST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대세 상승기의 MST는 전체 기간의 MST와 그

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네트워크

의 중심에 구리와 남양주가 위치하고 있으며, 외

곽에 버블 세븐 지역이 위치하여 있다. 하지만 대

세 하강기의 MST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버블 세븐 지역 중의 하나

인 서울 양천구는 영등포를 위시한 수도권 서부권

역에, 즉 지리적 인접권역에 묶여 있다. 그런데 특

징적인 것은 네트워크 중심부에 서울 성북구가 위

치하여 주요 서울 강·남북 아파트 매매시장을 아

우르고 있다는 점이다. 성북구는 인접 지역인 도

봉·강북구, 강남권 주요 버블세븐 지역,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부 가까이에 있는 다른 시장권역인 

고양 등과 연결되어 있다(그림 6 참조).

여기서 특이할 만 점은, 2006년 판교 신도시와 

2008년 은평 뉴타운 개발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

세를 거듭하던 각각 서울 강남·북 아파트 매매시

장이 외부 충격인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에 의해 

급격한 가격 하락세를 거치면서 동일한 하위시장

으로 엮여져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위 버

그림 4. HP(Hodrick–Prescott) 필터에 의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경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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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 세븐 지역은 네트워크의 가장자리에서 상대적

으로 네트워크의 중심부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

일하게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경험한 평택, 안성, 

오산, 화성 등은 동일한 하위시장으로 묶여져 있

으며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MST 분석은 시간에 따라 상이한 그래프

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관계수의 안정이라

는 가정 하에서 성립하는 기존 CAPM 모형은 시

장의 체계적 위험 분석에 매우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일용·이승국, 2007). 
전술한 바와 같이, 체계적 위험이 덜할수록 그 시

장은 자산 나무의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는다(On-
nela et al., 2003). 따라서 시간에 따른 자산 나무

에서의 위상학적 구조 변화는 체계적 위험의 정

도의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강·남북 아파

트 매매시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

한 가격 하락세를 경험하고 두 지역이 동일한 하

위시장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그래프의 중심

부로 이동한 위상학적 구조 변화는 주식시장의 약

그림 5. 경기변동에 따른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 MST의 변화: 동태적인 자산 나무 

주: 결절의 크기는 연결 중심성의 정도를 반영하고 있음.

2003:7-2009:9(대세 상승기)

2009:10-2014:3(대세 하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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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장에서 나타나는 소위 ‘상관성 붕괴’(correlation 
breakdown)의 증거를 미약하나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높

은 기간 동안에 상관성이 높아지는, 즉 고(高)변동

성-고(高)상관성의 관계가 약세장에서 나타난다

는 것을 일컫는다(Longin and Solnik, 2001).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7년 사이에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은 최고의 가격 상승기

를 경험하였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나타난 변동성의 주식 간 

확산과정을 보여준 Smith(2009)의 연구처럼, 본

고에서도 분석 기간 동안에 가장 변동성이 컸던 

2006년 2월과 2007년 1월 사이의 기간을 대상으

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의 확산과정을 보여주려

고 한다. 

Smith(2009)에서 나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기 이후 나타난 미국 주식가격 변동은 원형의 그

래프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점차적으로 퍼져나가

는 전염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은 전체 기

간을 대상으로 구축된 MST 위에 가격 변동성을 

그림 6. 경기변동에 따른 수도권 아파트 하위 매매시장의 변화

주: 결절의 상이한 기호는 상이한 아파트 하위 매매시장을 나타내고 있음. 

2003:7-2009:9(대세 상승기)

2009:10-2014:3(대세 하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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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06년 2월-2007년 1월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의 확산과정 

주:  각 결절을 나타내는 색의 명암(흰색→검정)은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차례대로 반영하며, 이는 -5.2≦P1＜0.0, 
0.0≦P2＜0.5, 0.5≦P3＜1.0, 1.0≦P4≦14.0 등 네 구간임.

2006년 2월

2006년 5월

2006년 10월



정준호292

네 구간을 설정하여 이를 시기별로 그 확산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그래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버블 세븐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출발하

여 중심부를 거쳐 왼쪽 가장자리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선형적인 전염 확산 과정을 나타내고 있

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의 전염 확산과정

을 좀 더 부언하면, 2006년 2월 무렵 판교 신도시 

분양에서 시작된 서울 강남권과 인접 지역의 아파

트 가격 상승세가 2006년 5월 무렵에 이르러 서울 

강남권에서 절정에 다가서자 정부 문건에서 소위 

‘버블 세븐’ 지역이 처음 등장하였다. 2006년 10월 

전후로 은평 뉴타운 계획이 발표되자 아파트 분양

을 기다리던 무주택자들이 대거 아파트 매매시장

에 참여하면서 아파트 거래량은 최고조에 이르렀

다. 2006년 12월경에는 은평 뉴타운 고양분가 논

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무주택자들은 이것이 마

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투기적 심리에 휩싸이게 

되었다. 2007년 1월 무렵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

승세는 전체적으로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1년 전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강남권과 네트워크

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의 경우 그 추세는 떨어

지는 대신에 그 반대쪽에 있는 네트워크 가장자리

로 그 상승세는 이어졌던 것이다. 

고정 이동창 분석을 통해 횡단면의 MST를 시계

열로 전환할 수가 있다. 이는 고정창에 대해 시점

2006년 12월

2007년 1월

그림 7 계속.



293주택시장의 네트워크 구조 분석: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사례

을 이동해 가면서 일정한 주기에 따라 MST를 구

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산시장 상

관구조의 시간에 따르는 변화, 그리고 시간에 따

른 체계적 위험의 변화를 네트워크의 연결구조, 

즉 MST의 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MST의 

시간 종속적인 위상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고정 이동창에 따른 평균 상관계수와 정규화된 나

무길이(normalized tree length) 지표를 산정할 수 

있다(Onnela et al., 2003). 전자와 후자는 각각 등

식 3과 등식 4와 같이 정의된다. 

p⁻(t)=
1

N(N-1)/2
∑

pij
t∈C tpij

t 등식 3

L(t)=
1

N-1
∑

dij
t
∈T tdij

t 등식 4

등식 3에서 상관계수 행렬 C t은 N×N 대칭행렬

이므로 N(N-1)/2개의 원소를 갖는다. 그리고 등

식 4에서 N-1은 MST에 존재하는 변의 숫자이다. 

따라서 등식 4는 MST로 정의되는 초거리의 평균

이다. 

고정 이동창을 통해 구축된 자산 나무는 서로에 

대해 독립적이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일련의 흐

름을 형성한다. 이것이 바로 Onnela et al.(2003)이 

일컫는 ‘동태적인 자산 나무’이다. 그림 8은 동태

적인 자산 나무의 위상학적인 특성의 일면. 즉 시

간에 따른 고정 이동창의 평균 상관계수와 정규화

된 나무길이를 보여주고 있다. Onnela et al.(2003)
과 마찬가지로, 평균 상관계수와 정규화된 나무길

이 사이에는 강한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피어슨 상관계수가 -0.95에 이른다.

그림 8. 시간에 따른 고정 이동창의 평균 상관계수와 정규화된 나무길이

주: 고정창(T)은 1년, 고정창의 이동 간격(Tδ)은 1개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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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 가격 하강기

에 평균 상관계수의 값이 상대적으로 크고 반대로 

정규화된 나무길이의 값은 작다. 예를 들면, 2006 

-2007년 최고 가격 상승기 이후 2007-2008년 가

격 하락기에 평균 상관계수의 값은 크지만 정규화

된 나무길이의 값은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Lon-
gin and Solnik(2001)이 발견한 금융시장의 약세장

에서 평균 상관계수의 값이 높아진다는 ‘상관성 붕

괴’ 현상과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부합되고 있

는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도 

주식시장처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 위험이 고

조되는 시기에 상관계수 행렬의 평균값이 증가하

고 정규화된 거리길이는 감소하고 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경제물리학과 금융경제학에서 주식

시장에 적용하던 MST 기법을 2003년 7월-2014
년 3월 기간 동안 59개 시군구 수도권 아파트 매

매시장에 적용하여 주택시장 네트워크의 위상학

적인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기법의 적용으로 

파악된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 네트워크의 위상

학적인 구조의 특성들은 주식시장에서 발견되는 

그것들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공유하

고 있다. 이는 분석 기간 동안에 아파트가 자산으

로서 투기적 동기에 강렬하게 휩싸여 있었으며 유

동성이 가장 뛰어난 주택 상품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아파트 매매시장의 네트워크는 계층구조

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계층구조는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된 네트워크이어서 경제적으로 유의

미한 하위시장의 구분과 자산의 그룹화가 가능하

고 그것이 존재한다. 

둘째, 고정 이동창을 통해 횡단면의 MST를 시

계열로 구성하여 네트워크의 시간 종속적인 특성

을 살펴보면, 결절 간 상관구조가 시간에 따라 안

정적이지 않으며 주식시장의 약세장에 평균 상관

계수의 값이 증가하는 ‘상관성 붕괴’ 현상이 수도

권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도 일부 관찰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주기에 따라 가격 변동의 전염효과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MST가 그래프에서 상호 간 연결이 가장 강한 

결절들의 배열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분

석에 적실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MST
로 구축된 네트워크의 형태, 연결의 수, 연결의 길

이 등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분석에서도 적

실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주

1) MST를 구축하는 데 활용되는 Kruskal 알고리듬은 계층적 

군집분석의 단일연결법의 그것과 사실상 동일하다. 

2) Q=
1

2m
∑
i,j

[Aij-
kikj

2m
]δ(ci,cj) 여기서 Aij는 i와 j 사이의 변의 

 가중치, ki=∑
j

Aij, m=
1
2 ∑

ij
A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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