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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에 대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가격예측은 쉽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아파트는 

주거공간인 동시에 투자의 의미도 지니고 있어 더욱 가격예측은 쉽지 않다.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지역에 따른 특성도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S시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접근성이 좋을수록 아파트 가격이 높다고 

파악되나, S시의 경우 1호선과는 가까울수록 오히려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현상이 있었으며, 신분당선은 

지하철 접근성이 높을수록 매우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국고채5년평균과 매매가격이 반비례관계였고, 

M2평잔과 매매가격과 비례관계로 파악이 되었다. 용적률과 총주차대수가 매매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1.5Km 이내의 백화점과 할인마트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 중심어 : 아파트 가격예측, 국토교통부 공공데이터, 경제지표, 신경망, CHAID, 선형회귀 

Abstract

In Korea, despite much interest in real estate, it is not easy to predict prices. Because apartments are both residential 

spaces and investment materials. Key figures affecting the price of apartments vary widely, and there are also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the factors and characteristics that affect the sale price of apartments 

in S City, Gyeonggi-do. In general, people diagnose that better subway accessibility leads to higher apartment sales 

price. Nevertheless, in the case of S City, the price was slightly lower as it was closer to Line 1, but the higher 

the subway accessibility at Shinbundang Line, the higher the price. The five-year average of government bonds and 

the price were inversely related, and it was found to be proportional to the M2 balance and the price. The floor area 

ratio and the total number of parking lots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price, and the presence of department stores 

and discount marts within 1.5 km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area of cultural aspect.

■ Keyword : Apartment Price Predictio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ublic Data, Economic Indicators, Neural 

Networks, CHAID, Linear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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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인에게 있어 내 집 마련은 인생의 행복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며, 집 값 상승 비율이 높아 

세대 및 계층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1) 

또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한 부동산 매물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상대적으로 고액이다 보니 매도인도 매수인도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매도자

가 책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되는 성격이 

있기에 상호간에 불신감이 내재한다. 매수해야 

할 시점인지 매도해야 할 시점인지 확실히 파악

할 수 없어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물론 2006

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실거래가를 신

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국토교통

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2)에서 이전 거래금액을 

조회할 수 있지만, 현 시세와 향후 방향을 정확

히 파악하기 어렵다.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시

세정보3)와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시세정

보4)가 있지만, 매물별로 주거환경의 쾌적성, 교

육⋅문화시설 접근성, 교통, 경제지표 등 다양한 

변수를 참고한 향후 전망을 분명히 알기는 쉽지 

않다. 

해외의 경우, 부동산 플랫폼으로 기업가치가 

2018년 11월 기준 40.57억 달러에 이르게 된 질

로우(Zillow)5)가 2006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다. 질로우는 부동산매물정보, 제공주택

면적, 방 수 등 사용자 데이터와 건물의 재산세, 

지역의 범죄율, 학군정보 등을 기준으로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디스코

(Disco, Discover Real Estate6)) 서비스가 2017년 

4월에 출시하여 국내 최초로 전국 모든 종류의 

부동산 실거래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등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2020

년 6월 8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서

비스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현재 제공되는 실거

래가 데이터는 3,000만 건으로 이는 실거래가 

서비스 중 최대 규모다. 2019년 3월 기준 총 

30,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 회원이 부동산 매

물정보를 디스코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 

국내⋅외의 부동산 서비스는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

로 하여금 많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합리적인 매매가격까지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부동산 가격을 제시하지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매물의 특성상 아

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상가 등등 매물 

속성에 따라 지역적 속성이 반영되어 있음이 연

구되었고(김양수, 2000; 조정민, 2011; 주현정, 

2013), 금리, 코스피 지수, 환율과 같은 경제상

황을 보여주는 지표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정확한 부동산 가격예측을 위해

서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출과 지

역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

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S시의 아파트 매매가

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성을 도출하고 파

악한 속성을 기반으로 가격예측 가능성을 파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시의 지역적인 특색

을 반영한 적절한 영향요인을 빅데이터를 통해 

도출하고,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상황에 맞게 

1) 조선일보. 30대의 분노… “내집 마련 사다리, 정부가 아예 불살라버려”(2019년 12월 18일자), “정부 믿었다 아이도 포기할 

판”… ‘내집 마련’ 좌절된 청년층, 허탈함이 분노로(2020년 7월 3일자) 

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

3) KB국민은행 Livvon. <https://onland.kbstar.com/quics?page=okbland>

4) 한국감정원. <http://www.kab.co.kr/kab/home/business/ret_price01.jsp>

5) Zillow. <https://www.zillow.com/>

6) Disco. <https://www.di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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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예측을 하기 위해 변수들을 그룹화해서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2019년 S시 아파

트 매매가격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를 사용하였

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RQ 1) S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무엇이며 가격예측이 가능

한가?

RQ 2) S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아파트 

기본속성요인, 교육⋅문화적 요인, 교

통요인, 경제지표 요인은 무엇이 있는

가? 

1.1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영역 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문헌

조사를 통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도출하였다. 둘째,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한 

요인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수집을 통해 데이

터셋을 확보, 분석모델을 수립하였다. 셋째, 데

이터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추출하고, 

최종적으로 시사점 및 적용사항을 도출하였다. 

연구모형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Ⅱ. 선행연구

2.1 아파트 가격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아파트 가격에 관한 선행연구 중, 먼저 아파

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조사하였다. 아파트 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을 찾은 연구(김양수, 2000)

와 지하철역 접근성, 교육환경과의 연관관계 등

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조정민, 2011; 주현정, 

2013) 

김양수(2000)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형성 요인

이 아닌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의 4개 권역

과 인천시, 수원시, 의정부시, 고양시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시계열분석과 그랜져인

과관계분석법, 그리고 충격반응분석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발견하였다. 연구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중심은 강남구와 서초구였으며, 이 가격

은 양천구와 동작구에 영향을 미치고, 순차적으

로 고양시, 인천시, 의정부시와 수원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시와 인천시

의 가격은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조정민(2011)은 강남구, 노원구, 분당 아파트

를 소형과 중대형을 분류하여 지하철역 접근성

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

과, 강남의 경우 소형아파트는 지하철역에 민감

한 영향을 받았고, 노원은 소형과 중대형 간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분당도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연구는 아파트 입

주자의 지하철역 접근성에 대한 의식과 중요성

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주택의 입지를 정할 때 지역적 특성을 고

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라고 해석될 

수 있다. 

주현정(2013)은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여 교육

환경과 아파트가격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아파

아파트 매매가격 영향 요소 도출

▷

데이터셋 생성

▷

데이터셋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아파트 가격 현황 및 영형요

인 파악 (웹 및 문헌조사)

- 아파트 가격요인 연구 조사 (문

헌조사)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

템, e나라지표 등 공공데이터 통

한 데이터 수집

- 분석을 위한 전처리

- 종합적인 데이터셋 생성

- IBM SPSS Modeler 18, Orange 

3.26을 통한 데이터 분석 

- 시사점 및 적용사항 도출

<그림 1> 연구절차 및 방법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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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가격과 교육관련 변수, 주거환경 변수와 상관

관계 및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아파

트 ㎡당 매매가격과 SKY진학률, 교사 1인당 학

생 수와 SKY진학률, 강남3구와 아파트 ㎡당 매

매가격, 강남3구와 SKY진학률이 상관이 높음으

로 분석되었다. 또 회귀분석 결과, 표준화 계수

를 기준으로 아파트 ㎡당 매매가격에 영향을 가

장 많이 주는 교육환경변수는 SKY진학률, 사설

학원 수, 4년제 대학진학률, 교사 1인당 학생 수 

순으로 분석되었다.

홍하연, 이주형(2015)은 아파트 가격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 조사 

및 재분류, 브레인스토밍을 한 뒤, FGI 검증을 

받아 요인을 도출하였다. 평수, 방수, 화장실 수, 

평균층수, 평균동수, 노후도, 재건축 기대 여부, 

공공성 여부, 난방방식, 교육시설, 강남강북 여

부, 사설학원 수, 편익시설, 편의시설, 근린시설, 

건폐율, 용적율, 도심까지의 거리, 주요 도로 접

근시간, 1인당 공원면적, 대학진학률 등 새로운 

변수들을 도출하였다. 

2.2 아파트 가격 예측방법에 관한 선행연구

아파트 가격예측 방법에 대한 연구로는 시계

열 분석과 딥러닝 등 인공지능 예측방안연구 등

으로 다양했다. 

대체로 2000년대 초반을 전후해서는 시계열

분석방법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있었다. 김근

용(1998)은 ARIMA모형과 State-space모형을 통

해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지수에 대한 단기적인 

예측을 시도하였으며, 손정식, 김관영ᆞ, 김용순

(2002)은 ARIMA모형과 VAR모형을 이용하여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과 지가변동률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에 인공

신경망을 적용하고, 또 시계열분석과 비교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정원구, 이상엽(2007)은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1개의 입력층, 2개의 은닉층, 

1개의 출력층으로 구성(입력 뉴런은 거시경제

변수와 공동주택가격지수로서 총 60개이며, 은

닉층1은 52개, 은닉층2는 50개의 뉴런으로 구성

되고, 출력층은 3개의 출력뉴런으로 구성)하여 

공동주택가격지수를 예측하였다. 이형욱, 이호

병(2009)은 ARIMA모형과 인공신경망 모형의 

주택가격지수 예측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201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분석방법과 모델

이 등장하였고, 딥러닝을 이용한 연구가 최근까

지 이어지고 있다. 임성식(2014)은 자기회귀오차

모형, ARIMA모형, 개입모형을 이용하여 국민은

행에서 발표한 주택가격지수에 대한 예측을 시

도하여 개입모형, ARIMA 모형, 자기회귀오차모

형 순으로 예측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김성환, 김갑성, 유예진(2016)은 기존의 VAR

모형 및 VEC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베이

지언 개념을 추가하고, 공간적 영향까지 고려하

며 변수간 가중치를 상관계수로 투입하는 방식

을 반영한 모형을 이용하여 아파트 실거래가 지

수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였다. 민성욱(2017)은 

국내 연구 중에서 최초로 딥러닝 방법을 부동산

가격지수 예측에 적용하여 아파트 전세가격지

수, 경제심리지수 등 65개 거시경제변수를 투입

변수로 서울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예측을 시도하

였다. 배성완과 유정석(2017)은 다수의 은닉층을 

적용한 DNN모형과 LSTM모형을 적용하고, 기

존 인공신경망이 깊은 은닉층에서의 학습이 불

가능했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기법

을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 지수만을 투입변수로 

동일한 조건에서 딥러닝 모형과 ARIMA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딥러닝 방법의 예

측력이 시계열분석 방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딥러닝 방법 중에서는 DNN모형의 예

측력이 LSTM모형의 예측력보다 우수하나 그 정

도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딥러

닝 방법과 ARIMA모형은 부동산 가격지수(real 

estate price index) 중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housing sales price index)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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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2.3 선행연구 결과 종합

이상 살펴본 결과, 부동산 가격지수 예측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영향요인에 있어 아파트 내

부적인 요인과 교육⋅문화⋅거시경제 등 외부

적인 요인, 지역적인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연구

가 있다. 그리고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2000년대

부터 ARIMA 모형과 VAR모형의 예측력을 비

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2010

년대를 거쳐 ARIMA모형과 VAR모형의 한계점

을 보완하여 개선된 방법론을 제시하는 연구와 

인공신경망과 같은 기존의 시계열분석 모형 이

외의 모형을 적용한 연구, 그리고 최근에는 딥

러닝을 활용한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영향요인과 분석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

합해보면, 아파트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들이 아파트 내부요인과 외부요인, 지역적 특성

과 거시경제지표까지 다양하게 살필 필요가 있

으며, 분석방법론도 다양화해 비교하는 것이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 

S시 아파트 가격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출하고, 분석방법을 다양

화하여 영향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 요인이 특정지역

에 따라 특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S시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빅데이터 기반으

로 파악하여 지역을 이해하고 가격형성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론

3.1 데이터 수집

경기도 S시의 아파트의 정보를 기본정보, 교

육⋅문화시설정보, 교통시설정보, 가격정보, 거

시경제지표로 크게 분류하였다. 아파트 기본정

보는 아파트 단지별로 구⋅동⋅번지를 포함하

는 주소, 평형, 타입, 방수, 욕실 수, 공급면적, 

전용면적, 아파트 브랜드, 시공사 등을 포함하는 

정보이며, 교육⋅문화시설정보는 근방의 초⋅

중⋅고의 존재 여부, 1.5Km이내 백화점/할인마

트 여부, 공원 여부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교통

시설정보로는 1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등 

1.5Km이내 지하철 역 정보와 지하철 역까지 도

보기준 최단거리(m단위)를 포함하며, 가격정보

는 매매평균, 평당매매가, 전세평균, 평당전세가 

정보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지표는 

LF평잔, LF평잔증가율, M1평잔, M1평잔증가

율, M2평잔, M2평잔증가율, 본원통화평잔, 본

원통화평잔증가율, 소비자물가, 국고채3년평균, 

국고채5년평균, 국고채10년평균, 회사채3년평

균, CD91물평균, 콜금리1일물평균, 기준금리, 

코스피 종가⋅고가⋅저가, 환율 등이다. 보다 구

체적인 변수와 값 예시는 다음 <표 1>과 같다. 

데이터 수집은 먼저 기본정보 영역에서 부동

산1147)의 데이터를 참조하였다. 부동산114는 

국내 최대 부동산 매물정보를 소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 S시 소재 아파트 및 주상복합

에 대해 평형과 타입으로 구분하여 총 1397개의 

사례를 수집하였다. 각 아파트의 주소와 번지수, 

전용면적부터 총세대수, 세대수, 동수, 최고층, 

방수, 욕실수, 현관, 주차대수, 난방방식, 건폐율, 

용적율, 입주년도, 건설사, 유형구분, 사업유형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수들을 참조하였다. 그

리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공개시스템8)을 활

용하여 S시의 구별로 기간별 검색을 통해 거래

년월 및 실거래가(만원단위)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그림 2 참조).

7) 부동산114. https://m.r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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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변수명 값예시 분류 변수명 값예시

기본

정보

구시군 Y구, K구…

교육

ㆍ

문화

시설

정보

700미터반경 공원(대) 1(유), 0(무)

읍면동 L동, Y동… 600미터반경 공원(중) 1(유), 0(무)

번지수 306-1 500미터반경 공원(소) 1(유), 0(무)

평형 23, 28,39... 300미터반경 초등학교 1(유), 0(무)

타입 A, B 700미터반경 중학교 1(유), 0(무)

공급면적 89.2566... 700미터반경고등학교 1(유), 0(무)

전용면적 74.25, 84.96 …

교통

시설

정보

1호선 역명

총세대수 313, 723 … 1호선거리 823, 1030

세대수 111, 84 … 분당선 역명

동수 2, 3, 6 ... 분당선거리 823, 1030

최고층 16, 23… 신분당선 역명

방수 2, 3, 4 … 신분당선거리 1450

욕실수 1, 2 …

가격

정보

매매평균 27000

현관 복도, 계단 평당매매가 …

주차대수 1026, 884... 전세평균 …

세대당주차 180, 237 … 평당전세가 …

난방방식 0.43, 0.98…

거시

경제

지표

LF평잔 4122

난방연료 개별난방, 지역난방 LF평잔증가율 8.2

건폐율 18, 20, 25 … M1평잔 2912

용적율 197, 228 … M1평잔증가율 7.9

입주년도 2000.11.1 M2평잔 927.1

입주년차 20 M2평잔증가율 7.9

입주개월 240 본원통화평잔 186.6

브랜드순위 1군, 2군, 3군 본원통화평잔증가율 7.8

유형구분 분양, 재개발, 재건축 … 소비자물가 0.7

사업유형 민간분양, 공공분양 국고채3년평균 1.39

용도지역 1종일반주거 국고채5년평균 1.48

시공사 삼성, 롯데,,, 국고채10년평균 1.65

아파트/주상복합 아파트, 주상복합 회사채3년평균 1.96

교육

ㆍ

문화

시설

정보

1.5킬로이내 백화점/할인마트 1(유), 0(무) CD91물평균 1.53

중심상업지역거리(500m이내) 1(유), 0(무) 콜금리1일물평균 1.28

일반상업지역 거리(500m이내) 1(유), 0(무) 기준금리 1.25

근린상업지역 거리(500m이내) 1(유), 0(무) 코스피 종가ㆍ고가ㆍ저가 2153.379

준주거지역 거리(500m이내) 1(유), 0(무) 환율 1176.745

<표 1> 변수 및 값 예시

8)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실거래가 다운로드 조건검색기능 이용 <http://rtdown.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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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시설정보와 교통시설정보에 해당

하는 변수들의 값을 수집은 Daum kakaomap을 

이용하였다. 아파트 단지와 가장 가까운 1호선, 

분당선, 신분당선의 거리, 공원, 초⋅중⋅고등학

교, 문화시설까지의 거리를 각각 측정하였다. 

‘길찾기’ 항목을 이용했으며, 도보 기준으로 최

단 거리 항목을 거리로 선정하였다. <그림 3>은 

Daum kakaomap을 이용한 거리측정 예시이다. 

3.2 데이터 분석 

데이터 수집이 완료된 후,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전처리를 수행하였다. 기본정보, 교

육⋅문화시설정보, 교통시설정보, 가격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모두 주소를 킷값으로 가지

지만, 같은 주소여도 평형과 타입이 달라 같은 

주소 상에 평형과 타입별로 아파트를 구분하여 

가격정보를 결합하였다. 단, 교육⋅문화시설정

보, 교통시설정보에 대해서는 같은 주소라면 모

두 같은 값을 가지도록 처리하였다. 전처리를 

완료한 데이터셋의 모습은 <그림 4>와 같다. 

3.2.1 투입변수 및 예측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투입변수(독립변수)는 대

<그림 2>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그림 3> Daum kakaomap을 이용한 시설간 

거리측정 예시

<그림 4> 분석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셋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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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데이터 요소들이며, 시군구, 번지, 아파

트명, 타입, 공급면적, 전용면적, 총세대수, 세대

수, 동수, 최고층, 방수, 욕실수, 현관, 주차대수, 

난방방식, 건폐율, 용적률, 입주년도, 건설사, 유

형구분, 사업유형, 용도지역, 상업지역, 주거지

역, 학교위치, 1호선과 거리, 분당선과의 거리, 

신분당선과의 거리이다. 유도변수(월간 거래횟

수, 거래금액 최대, 최소 등)를 포함하여, 총 80

개의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시도했으며, 구체적

인 변수와 예시는 <표 1>에서 참고하여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예측변수(종속변수)는 매

매평균가, 평당매매가, 전세평균, 평당전세가 

이다. 

3.2.2 분석 방법

데이터는 IBM SPSS Statistics, Excel, Orange 

Data Mining, IBM Modeler를 활용하여 분석되

었으며, 사용된 머신러닝 기법과 알고리즘은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2.1 CHAID 

Kass(1980)에 의하여 개발된 세분화(Segmen-

tation) 기법으로 풀네임은 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이다. 나무구조의 

확장에 매우 강력한 알고리즘이다. 통계적 카이

제곱검정과 F검정을 사용하여 모든 가능한 예

측값을 계산한다. 명목형, 연속형 변수를 목표필

드와 예측변수에 모두 사용 가능하며, 다지분리 

방식을 지원하여 과적합의 문제없이 복잡한 모

델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분류 

및 추정이 가능해졌다.

3.2.2.2 C&RT 

CA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는 

미국 Stanford 대학의 Friedman과 Breiman(1984) 

등에 의하여 개발된 것인데, 각 예측변수를 이

분화(binary split)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트리 형

태를 형성함으로써 분류나무(범주형 목표필드)

와 회귀나무(연속형 목표필드)를 생성하는 알고

리즘이다.

3.2.2.3 GenLin

GenLin(Generalized linear model)은 회귀분석

이나 분산분석이 정규분포인 연속형 변수를 종

속변수를 가질 경우 사용되는 반면,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라는 가정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범주형 

변수가 종속변수인 경우 포괄적으로 사용된다. 

즉,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로 이항변수(0 또는 

1, 합격⋅불합격, 사망⋅생존 등)이거나, 다항변

수(poor/good/excellent 또는 공화당/민주당/무소

속 등)인 경우, 또는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를 가

<그림 5> 머신러닝 기법과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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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없는 횟수인 경우(ex. 한 주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

3.2.2.4 신경망

신경망(Neural Network) 알고리즘은 인간이 경

험으로부터 학습해 가는 두뇌의 신경망 활동을 

흉내 내어 만든 것으로, 인간의 신경망과 구분하

여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이라 호

명하기도 한다. 자신이 가진 데이터로부터의 반

복적인 학습 과정을 거쳐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 

일반화함으로써 예측문제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신경망은 1943년 워렌 맥컬럭(Warren McCul- 

loch)과 월터 피트(Walter Pitss)가 인간의 신경

구조를 복잡한 스위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논문

(A logical calculus of the ideas immanent in nerv-

ous activity)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뒤 10

여 년 후인 1957년에 프랭크 로젠블럿(Frank 

Rosenblatt)이 선형분류기의 일종인 ‘퍼셉트론

(Perceptron)’이라는 최초의 신경망 모델을 발표

하였다. 퍼셉트론은 인간의 두뇌 움직임을 수학

적으로 구성하여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었는데, 현재 사용하는 딥러닝도 이 퍼셉트론

을 여러 개의 노드와 여러 개의 레이어로 확장

했을 뿐 같은 구조를 갖는다. 이후 몇 차례의 빙

하기라 불리우는 시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발전

하여 복잡한 신경망을 정교하게 모델링하는데 

적합한 방법인 MLP(Multi-Layer Perceptron) 학

습방법과 MLP에 비해 예측 능력은 감소하지만 

방사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네트웍으로서 1

개의 은닉층에 확률 가우시안을 적용한 RBF 

(Radial Basis Function) 학습방법으로 구분된다. 

현재까지도 신경망에 기초한 딥러닝은 이미지/

영상 인식,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등에 인상적

인 성과를 내고 있다. 

3.2.2.5 선형회귀

선형 회귀(linear re.gression)는 종속 변수 y와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또는 설명 변수) X와의 

선형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회귀분석 기법으

로, 깊이 있게 연구되고 널리 사용된 회귀분석 

기법이다(Yan, 2009). 한 개의 설명 변수에 기반

한 경우에는 단순 선형 회귀, 둘 이상의 설명 변

수에 기반한 경우에는 다중 선형 회귀라고 한다

(Freedman, 2009).

Ⅳ. 실증분석

4.1 아파트 가격영향요인 종합도출

다양한 변수의 특성을 보이는 아파트 가격예

측을 위해 CHAID, C&RT, GenLin, 신경망, 선

형 회귀 등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IBM SPSS 

Modeler 18을 이용해 설계한 모델은 <그림 6>과 

같다. 이하 제시된 결과는 정확률 90% 이상에 

해당하는 알고리즘만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각 알고리즘 별 예측력은 <표 2>에서, 중요변

수는 <그림 7>에서 제시하였다. 중요변수 도출 

방식은 알고리즘 별 최고 중요요소들을 제거해 

가면서 차순위 중요요소를 검증해 나가는 방식

으로 도출하였다. 

알고리

즘명

데이터

종류

선형 

상관관계

평균

오류

표준

편차
발생

CHAID 
훈련 0.952 0 4906.185 19,556

테스트 0.956 36.769 4796.252 4,873

C&RT 
훈련 0.904 -14.813 6849.459 19,556

테스트 0.912 -64.218 6743.062 4,873

GenLin
훈련 0.972 0 3800.201 19,556

테스트 0.965 13.368 4310.502 4,873

신경망
훈련 0.97 -72.002 3874.842 19,566

테스트 0.972 -132.229 3841.607 4,873

선형

회귀

훈련 0.772 0 10193.47 19,556

테스트 0.782 63.22 10229.7 4,873

선형
훈련 0.903 -7.921 6891.763 19,556

테스트 0.907 -75.609 6912.875 4,873

<표 2> 알고리즘 별 예측력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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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신경망이 .97(훈련데이터)에서 .972 

(테스트데이터)로 가장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이때 아파트 매매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요인으로는 전용면적이 1순위로 도출되었다. 실

제 매매거래가격과 인공신경망에 의해 예측된 

매매거래가격의 상관관계를 시각화 해 본 결과

는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식 선에서 전용면적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책정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있으나 신경망의 경

우, 1호선, 분당선, 신분당선 관련 요인들이 모두 

상위 요소에 랭크되었다. 1호선의 경우, 상대적

으로 초기에 개발된 지하철 노선이고 특히 지상

철인 관계로 소음 및 경관의 문제가 있는 점이 

음의 상관관계 요인으로 파악된다. 또 신분당선

의 경우 S시에서 최근 개발된 지역을 관통하여 

교육, 문화, 경제시설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양

의 상관관계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

적인 분석은 4.3절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림 6> 아파트 가격예측분석 모델

<그림 7> 알고리즘 별 중요변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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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경제지표 영향요인 도출

아파트의 기본 속성(전용면적, 방 수, 화장실 

수...)이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관계

로, 경제지표들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경제지표

들은 표면적으로는 연, 월, 일 단위로 매우 미세

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아파트의 기본정보와 함

께 독립변수로 비교해서는 그 영향력을 파악하

기 힘들다고 판단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지표의 영향력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S

시 전체 아파트 거래정보를 월 단위로 재구성하

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재정리한 데이터의 형태

의 예시는 <그림 9>에서 보는 것과 같다. 

분석을 위해 CHAID, GenLin, 선형회귀 알고

리즘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CHAID 알고리즘

이 훈련데이터 1.00 상관이 나올 정도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그림 10 참조), 경제지표의 영

향요인 상위 7개는 국고채5년평균, 순으로 나타

났다. <그림 11>은 Orange Data Mining 3.26의 

<그림 10> CHAID 알고리즘에 의한 예측력 상관관계

<그림 8> 신경망 분석에 의한 매매가격과 예측매매가격 상관도 

<그림 9> 경제지표의 영향력과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재정리한 데이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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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Series 분석 Add-on중 교차분석차트를 이

용하여 매매금액과 거래횟수, 국고채5년평균을 

비교하여 시각화 한 것이다.

<그림 11> 경제지표의 영향요인 시각화 

<그림 11>에서 보는 것처럼, 국고채5년 평균

은 거래횟수와 반비례관계로 나타났다. 즉, 국고

채 금리가 떨어지면 아파트의 거래횟수가 많아

졌으며, 금리가 높을 경우 일반적으로 거래횟수

가 줄었다. 또 매매가격은 거래횟수, M2평잔, 본

원통화량과 거의 유사한 그래프를 보였다. 이를 

통해 경제지표의 영향은 국고채5년평균과 반비

례로, 통화량과 매매금액은 비례하게 상승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4.3 세부영역별 아파트 가격영향요인 도출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본

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전용면적, 평형 등과 같은 아파트 기본속성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아파트 기본속성을 분

석변수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요인들의 중요도

를 추출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중요요인들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에서

는 아파트 기본속성이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면적을 82㎡∼84.99㎡(평형대 기준 일

반적으로 33평형)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범위

로 제한한 이유는 실거래 기준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며, 이른바 국민평형대라고 불리는 면

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는다고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4.3.1 기본속성 중 중요요인도출

전용면적을 제외한 아파트의 기본속성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지 우선적으로 분

석하였다. 신경망, GenLin, CHAID 등 세 가지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요요인

은 다음 <그림 12>와 같았다. 

각 알고리즘에서 도출한 중요요인 중 유의할 

것은 용적율이 모든 알고리즘에서 도출되었다

신경망 중요요인 GenLin 중요요인 CHAID 중요요인

<그림 12> 전용면적을 제외한 아파트 기본속성 영향력과 영향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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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과 최고층, 총세대수가 높은 요인으로 작

용한 것인데, 이를 종합해보면 건폐율이 주로 

제한된 상황에서 높은 용적율을 가진 고층 아파

트, 많은 세대 거주 아파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주차대수가 높은 아파트가 매매가격이 높게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은 같은 평

형대의 아파트가 총 주차대수와 최고층에 따라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며, 또한 

주차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

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가격대가 높은 것을 보여

준다.  

4.3.2 교육⋅문화 영역에서 중요요인도출

앞 절과 같은 맥락에서, 같은 전용면적(82㎡∼

84.99㎡)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초⋅중⋅고등학

교 접근성, 공원, 영화관, 대형마트 접근성을 기

준으로 매매가격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적용

한 알고리즘 중 신경망이 .923의 상관을 나타냈

다. 앞 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관이 낮은 듯 보

이지만 매매가격에 영향을 크게 주는 기본속성 

요인들을 제외하고 교육⋅문화 영역만 가지고 

분석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친다

고 판단된다. <그림 14>는 교육⋅문화 영역의 

<그림 13> 총주차대수와 최고층, 거래금액평균과의 상관관계

<그림 14> 교육⋅문화 영역의 중요요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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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요인들의 영향력을 나타낸다. 

1.5㎞ 이내의 백화점과 할인마트 존재 여부

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중고

등학교는 700m 이내, 초등학교는 300m 이내가 

중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상대적으로 중고등

학교 보다 초등학교가 더 거리에 민감한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연령의 학생의 활동 반

경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또 대형공원의 존재 여부도 매우 중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 

4.3.3 교통 영역에서 중요요인도출

전용면적(82㎡∼84.99㎡)의 아파트를 기준으

로 1호선, 분당선, 신분당선과의 거리를 기준으

로 매매가격을 비교하였다. 같은 조건상에서 본

다면, 상식적으로 지하철역과 가까운 아파트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기도 S시는 3종류의 지하

철이 다소 거리가 있게 지나고 있어서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4.1절에서 크게 확인 했듯이, 매

매가격과 1호선과의 거리는 음의 상관관계가, 

또 신분당선과의 거리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는데, 이를 시각화하였다(그림 15 참조). X축은 

각각 1호선, 신분당선과의 거리이며 Y축은 매매

가격평균이다. 각 색은 S시의 4개의 구를 의미

한다. 

지하철역과 매우 가까운 아파트의 경우를 살

펴보면, 1호선의 경우는 2∼3억원 사이로 매매

가격이 기록된 반면, 신분당선의 경우 6∼12억 

5천만원 사이의 가격인 것을 볼 수 있다. 전용면

적이 82㎡∼84.99㎡로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차이로 보여진다. 이는 

아파트 접근성 외에도 교육과 문화, 경제활동 

중심지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나는 것이

라고 추정된다. 또 1호선의 경우 지하철보다 가

까운 아파트보다 1㎞정도 거리가 있는 아파트가 

매매가격이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1호

선이 지상철인 관계로 지하철과 가까운 경우 소

음이나 미관상의 문제가 나타나는 점, 또한 1호

선 개발 시기와 아파트 개발 시기가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지나 아파트의 노후화 등이 요인이 된

다고 파악된다. 

Ⅴ. 결론 : 연구의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

현 정부에서는 지난 3년간 많은 부동산 대책

을 쏟아놓으며 부동산 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들

이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다양한 변수에 의

해 영향을 받고 있는 관계로 안정화 하기는 쉽

지 않음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는 주거공간인 동시에 투자의 의미도 지

니고 있어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반영되는 가운

1호선과의 거리 신분당선과의 거리

<그림 15> 1호선⋅신분당선과의 거리와 매매가격 상관관계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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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아파트 내⋅외부의 요인과 지역적 특성까지 

반영되기에 정확한 가격예측은 쉽지 않은 영역

이었다. 

본 연구는 경기도 S시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

향을 주는 요인들과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

되었고, 발견한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지하철 접근성이 좋을수록 

아파트 가격이 높다고 파악되나, S시의 경우 1

호선과는 가까울수록 오히려 가격이 소폭 하락

하는 현상이 있었으며, 신분당선은 지하철 접

근성이 높을수록 매우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1호선이 지상철인 점과 시기적으로 오래 

전에 개발된 지역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파

악된다. 

둘째, 거시경제지표와의 상관관계는 국고채5

년평균과 매매가격이 반비례관계로 파악이 되

었고, M2평잔에는 매매가격과 비례관계로 파악

이 되었다. 향후 S시 아파트 가격에 있어 금리가 

인하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에 가능성이 많으

며, 시장에 통화량이 많은 경우도 아파트 가격 

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용적률과 총주차대수가 매매가격에 많

은 영향을 미쳤다. 주거환경영역에서 주차가 중

요한 요인으로 꼽히며, 상대적으로 고층의 아파

트를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교육⋅문화영역에서는 1.5㎞ 이내의 

백화점과 할인마트 존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주변이 다

양한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이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파악된다. 학

교시설과 접근성이 그 다음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짐

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S시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

석한 것이기는 하나, 지역의 특색을 좀 더 이해

하고 보다 정확한 부동산가격예측 및 서비스 제

시를 위해 지역적 특성을 보아야 하며, 거시경

제지표 및 교육,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변수를 고

려해야 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

다. 향후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국가 정책의 

영향이나 세계 경제현황 등의 변수를 결합한다

면 보다 정확한 예측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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