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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별 아파트 가격 동조화 변화 분석

1)장한익*ㆍ강문정**ㆍ김남현***

본 연구는 2008년 4월 7일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 150개 시군구의 주별 아파트 가

격 자료를 이용하여 이변량 GARCH 모형, 네트워크 분석인 MST 기법 등을 통해 시간

의 흐름에 따른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현상과 중심성의 변화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경남, 충청지역, 서울 순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국 아파트 가격 간 동조

화 현상을 강화시키는 중심지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현

상의 비대칭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상승기(+)와 하락기(-)로 구분하는

경우, 아파트 가격 하락기(-)보다 상승기(+)에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이 더 증가한다.

지역별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는 서울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을 비교해 보면,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동시

적으로 상승하면서 동조화 현상의 중심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지방의 경우 특정 지역이 지역 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아파트 가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연결 관계

의 구조가 주택시장 환경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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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주택은 주거 서비스의 흐름을 발생시키는 자산의 중요한 한 형태이다.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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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택자산의 비중이 높아 주택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우선, 주택시장은 지역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상 지역별로 이질성을 갖는 분할시장으로 볼 수 있

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주

택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재화의 특성과 함께 자산가치 변동에 민감한

금융상품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일반재화 특성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편

의, 생활 및 교육 여건, 직주거리의 이점 등이 부각되면서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높은 수준의 주택 가격은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부담은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

할 유인을 높이고, 타 지역의 주택수급 변화를 통해 지역별 주택 가격에 직․간

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금융상품의 특성이 강조된다면 통화정책, 주택정책, 지역 개발 및 산업

유치, 재개발 등의 정치․경제적 상황, 지리적 인접성을 갖지 않더라도 지역별 주

택 가격 간 변화에서 연계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 금리

인하, 혁신도시 개발 등과 같은 투자수요의 확대 요인에 의해 주택시장으로 자본

유입이 증가하거나, 금리인상, 주택안정화 정책 등과 같은 요인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자본유입이 감소하는 경우 전국 또는 지역별 주택 가격

간의 동조성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경기, 금리, 정책, 수요, 공급,

이사, 투자유인 등의 다양한 조건들로 인해 지역별 주택시장 간의 상호 연관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 또한 국내 주택시장이 상승장 우위의 특

성을 가진 시장(장한익⋅이동희, 2019)일 수 있으므로 가격 변화의 비대칭 효과

를 고려한 지역별 주택 가격 간의 동조성 변화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주택시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파트의 가격을 활용하여 지역별 주택시장의 가격 변

화 간 동조성 변화를 살펴본다.1) 이를 위해 우선, 이변량 BEKK-GARCH 모형으

로부터 시간가변 상관계수를 추정하여 두 지역씩, 전 지역의 아파트 가격 간 동

조성 및 탈동조성 등을 측정한다. 다음으로 최소신장트리(Minimum Spanning

Tree: MST)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 지역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의 연결 관

계, 구조 변화, 집단화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파악한다.

1) 장한익(2019b)은 아파트 가격의 변화가 주택 가격의 변화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지

역별 가격 변화에 따른 동조성도 높게 확인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에서 아파트는

높은 시장성을 갖는 투자 대상이며, 아파트 가격도 주택시장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

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장한익․강문정․김남현 7

이때 서울, 6개 광역시, 9개 도를 중심으로 주요 도시 및 지역에 포함된 세부 지

역들의 주택 가격 간 거리를 측정하여, 지역 내와 전국의 주택 가격 간 동조성을

이용한다. 또한 아파트 가격은 상승기와 하락기로 구분하고, 경기에 따라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에 비대칭 효과가 존재하는지 추가로 분석한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및 탈동조화 시점을 파악하고 아

파트 가격의 동조성에 대한 경기의 비대칭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또는 활성

화 정책 수립 시 정책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

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Ⅱ절에서 주택 가격 상호관계성 및

네트워크 분석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제Ⅲ절에서는 각 지역의 아파

트 가격에 대한 자료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Ⅳ절에서는 비대칭을 고려한

BEKK-GARCH 모형과 네트워크 분석인 MST 기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제

Ⅴ절에서는 아파트 가격 변화의 동조성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Ⅵ

절에서는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Ⅱ. 선행연구

지역 간 주택 가격 변화의 연계성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수 진행되고 있다. 대

표적 해외 연구로는 Pollakowski and Ray(1997), Meen(1999), Berg(2002),

Stevenson(2004), Liu et al.(2008), Chen et al. (2011), Antonakakis et al.(2015)

등이 있다. 국내 연구에서 주택시장의 지역 간 연계성을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는

김세완․박기정(2006), 천인호․김진수(2006), 서승환(2007), 김경민(2007), 김광

수․문규현(2011), 정주희(2011), 장병기(2014), 김경훈․장호면(2016), 박영준․김

기호(2017), 이진․이항용(2018) 등이 있다. 김영재․이민환(2011)은 한국의 주택

가격이 공급가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VAR 모형

분석을 기초로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역별 주택 가격 간의 직접적인 연관

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이윤홍(2015)은

주택시장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한 후 두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연구는 Mantegna(1999), Mantegna

and Stanley(2000), Gilmore, Lucey, and Boscia(2010), Wang, Xie, and Stan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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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Marti et al.(2021) 등을 통해 금융시장의 네트워크는 위상학적(typological)

측면에서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자산의 군

집화, 상관관계의 구조, 체계적 위험의 안정성 등을 밝혀내고 있다. 이런 네트워

크 분석은 주로 금융시장 연구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근 Wang and Xie(2015),

Zhang et al.(2021) 등과 같이 네트워크 분석을 주택시장에 적용하는 연구도 늘

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

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종아․정준호(2010), 정준호(2014) 등은 주택시장 중 아파

트 매매시장은 특정 입지에서 금융시장처럼 자산시장의 속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전제로 자산시장으로서 주택시장의 네트워크 형태가

금융시장과 유사한 형태가 도출될 수 있다고 가설을 제기하였다. 또한 김상진․

이강용․정준호(2016)는 전․월세 시장과 시장금리 간의 동조화 현상을 네트워크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장한익(2019a, 2019b)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택시장의

가격 간 동조화 현상에 대한 변화를 지역별, 기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위와

같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역별 주택시장 간 연결 관계, 구조, 집단화 등을 분

석하는 국내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주택이 투자자산이라는 인식이 강

해지면서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는 지역과 인근 지역으로 금융자산과 같이 투자

자본이 집중되고, 이에 따라 지역 주택 가격 간 동조화 현상 또는 전이 효과 등

이 관측되고 있는 현실을 적절히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된다. 하지만 국내

기존 연구는 분석 대상을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거나 정태적 분석 기법에 한정되

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부여하기 위해 Huang et al.(2016),

Denkowska and Wanat(2020) 등의 분석방법을 기초하여 이변량 GARCH 모형,

네트워크 분석 기법인 MST 등을 활용하여 국내 주택 가격 간 동조화 현상의 변

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 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서 가장 투

자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고빈도 자료(High Frequency data)가 제공되는

아파트 가격을 사용한다. 이와 함께 단순한 형태의 국면전환모형(Markov

regime-switching model)을 통해 측정되는 지역별 아파트 가격의 상승기(+)와 하

락기(-)에 따라 동조화 현상의 비대칭성을 간단히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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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료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주별 자료로 가장 긴 시계열을 확보할 수 있는 KB 부동산 리

브온의 150개 시군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사용한다.2) 분석기간은 2008년 4월 7

일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이며, 표본크기는 646개이다. 본 장에서는 내용의 반

복 및 지면의 절약을 위해 150개 시군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단위근 검

정과 기초통계량 분석을 서울, 6대 광역시, 9개 도에 대한 지역별 아파트 가격에

대한 분석 결과로 대신하고자 한다.3)

우선, 모형을 추정하기 전에 단위근 검정 및 기초통계량을 통해 자료의 적합

성을 확인한다. <표 2>의 ADF(Dickey and Fuller, 1979) 및 PP(Phillips and

Perron, 1988) 단위근 검정 결과를 통해 지역별 아파트 가격은 수준변수일 경우

단위근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며, 차분변수로 전환할 경우 단위근을 갖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분변수인 아파트 가격 변화율(%)을 사용

하며, 이는 수준변수인 아파트 가격을 로그차분하여 100을 곱한 값이다.

<표 3>은 서울, 6대 광역시, 9개 도의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기초통

계량을 보여 준다. 전국 및 각 시도별 아파트 가격은 평균적으로 매주 유의미한

상승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중 부산의 경우 매주 0.1%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인천과 경기는 매주 평균 0.03%씩 상승하며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분석기간 중 제주가 전기 대비 1.55% 상승하면서 가

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으며, 인천이 전기 대비 최대 상승률이 0.48%로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분석기간 중 가장 높은 변동성을 보인 지역은 표준편차가

0.19로 가장 높게 관측된 경남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인천은 표준편차가 0.10으로

아파트 가격의 변동성이 가장 낮게 관측되었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인천의 아파

트 가격이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는 모든 지역에서

2) 최근에는 부동산감정원의 실거래가격지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변동성 추정모형의 특성상 높은 빈도의 자료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주별 자료가

가장 길게 제공되는 KB 부동산 리브온의 자료를 활용한다. 실거래가격지수와 KB 부동산

리브온의 월별 자료를 매칭하여 비교하는 경우 실거래가격지수의 변동이 더 크고 최근 상

승폭도 높게 나타나는 차이는 존재한다. 실제로 월별 자료의 빈도가 낮고 주별 자료의 기

간이 짧아 동 모형을 이용한 분석은 어려우나, 두 가지 부동산가격 변화의 방향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결론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본 연구에 사용되는 150개 시군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서울, 6대 광역시, 9개 도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대상으로 진행된 단위근 검정 및 기초통계량 분석을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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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역 구분

지역 구분

서

울

강북(14)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강남(11)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

구, 영등포구

부산(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

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강서구

대구(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8)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광주(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경기(37)

수원(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성남(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고양(덕

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안양(만안구, 동안구), 부천, 의정부, 광명, 평택, 안

산(단원구, 상록구), 과천, 구리, 남양주, 용인(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시흥,

군포, 의왕, 하남, 오산, 파주, 이천, 안성, 김포, 양주, 동두천, 광주, 화성

강원(3) 춘천, 강릉, 원주

충북(6) 청주(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흥덕구), 충주, 제천

충남(8) 천안(동남구, 서북구), 공주, 아산, 논산, 계룡, 당진, 서산

전북(4) 전주(완산구, 덕진구), 익산, 군산

전남(4) 목포, 순천, 광양, 여수

경북(5) 포항(남구, 북구), 구미, 경산, 안동

경남(10)
통합창원(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양산, 거제, 진주,

김해, 통영

제주(1) 제주/서귀포

주: 강북구(1)부터 제주/서귀포(150)까지 1에서 150의 번호를 표의 분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

로 부여함.

양의 값으로 변화율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첨도는 대부분 지역에

서 정규분포의 첨도인 3보다 크게 나타나며, 특히 강원, 제주, 경남, 광주, 전남,

울산, 서울 등이 높게 관측되고 있다.

한편, 과  는 각각 변화율과 제곱된 변화율의 10계차 자기상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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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단위근 검정

변수

ADF PP

수준 차분 수준 차분

상수 추세 상수 추세 상수 추세 상수 추세

전국 1.02 -2.51 -3.09
**

-3.29
*

0.91 -1.27 -2.85
*

-3.07

서울 2.90 0.81 -4.93
***

-6.27
***

4.36 1.48 -4.60
***

-5.70
***

부산 -1.54 -2.39 -2.79
*

-3.53
**

-2.24 -1.46 -3.35
**

-3.86
**

대구 -0.30 -2.38 -3.02
**

-3.62
**

0.03 -1.30 -5.55
***

-5.57
***

인천 0.35 -0.80 -3.91
***

-4.58
***

0.90 0.08 -5.28
***

-5.83
***

광주 -1.00 -2.30 -3.09
**

-4.05
***

-1.29 -0.87 -4.78
***

-5.19
***

대전 -0.28 -1.61 -3.00** -3.65** -0.34 -1.02 -4.95*** -4.95***

울산 -1.25 -1.73 -3.53*** -3.52** -1.42 -0.94 -6.10*** -6.16***

경기 2.24 0.62 -2.50 -3.83** 3.70 1.50 -2.58* -3.78**

강원 -1.70 -1.90 -3.03** -3.78** -2.09 -0.50 -7.34*** -8.20***

충북 -1.96 -0.92 -3.89*** -4.30*** -2.27 -0.19 -6.42*** -7.59***

충남 -1.76 -1.23 -3.43** -3.65** -2.12 -0.35 -7.05*** -7.96***

전북 -1.97 -1.74 -2.84
*

-3.50
**

-3.44 -1.46 -5.62
***

-7.50
***

전남 -2.42 -1.60 -5.77
***

-6.06
***

-2.66 -1.46 -12.82
***
-13.44

***

경북 -1.35 -1.60 -2.67
*

-4.53
***

-1.25 -0.18 -6.97
***

-7.24
***

경남 -2.09 -1.85 -3.20
**

-3.33
*

-2.43 -1.04 -3.77
***

-4.08
***

제주 -1.87 -0.73 -5.33
***

-5.60
***

-2.17 -0.07 -13.87
***
-14.18

***

주:
*
,
**
,
***
는 각 10%, 5%, 1% 유의수준을 의미함.

대한 Ljung-Box 검정통계량(Ljung and Box, 1978)을 의미한다. 각 지역의 아파

트 가격 변화율과 제곱된 변화율에 대한 자기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귀

무가설이 모두 1% 유의수준에서 모두 기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

변량 GARCH 모형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Chatziantoniou, Filis, and Floros(2017)의 연구를 기초하여 아파트

가격 변화율(%)이 AR(0)를 따르는 국면전환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서울, 6

대 광역시, 9개 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기(+)와 하락기(-)를 측정한다. 이와 같이

국면전환모형으로 측정된 상승기(+)와 하락기(-) 중 상승기(+)의 결과를 <그림

1>의 각 지역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이때 국면전환모

형으로 측정된 상승기(+)는 <표 3>에서 관측된 변화율의 평균보다 높은 상승이

관측된 시점을 의미하며, 관측되는 상승기(+) 시점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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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을 통해 광주,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평

균 변화율보다 높게 상승하는 상승기(+)가 관측된다. 이는 2010년부터 2011년까

지 관측된 전국적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포함되

지 않았다는 점과 차이를 보인다.

<표 3> 기초통계량

지역 평균 최댓값 최솟값 표준편차 왜도 첨도 (10)  (10)

전국 0.06 0.47 -0.24 0.09 1.20 6.03 3,777.2 2,741.5

서울 0.06 1.19 -0.43 0.15 1.84 11.54 2,987.2 1,020.6

부산 0.10 1.06 -0.18 0.17 2.18 9.04 4,205.8 2,336.3

대구 0.09 0.96 -0.56 0.14 0.65 5.93 3,998.7 1,371.2

인천 0.03 0.48 -0.28 0.10 0.92 5.19 3,431.7 1,555.7

광주 0.08 0.95 -0.14 0.14 2.91 13.54 4,069.3 3,000.7

대전 0.09 0.78 -0.15 0.15 1.74 5.82 3,894.1 2,428.5

울산 0.06 1.24 -0.41 0.17 2.19 12.68 3,072.2 846.86

경기 0.03 0.66 -0.39 0.12 1.09 7.79 3,531.6 1,934.9

강원 0.05 1.34 -0.29 0.13 3.56 26.32 3,294.6 1,076

충북 0.06 0.90 -0.49 0.15 1.33 7.88 3,660.1 1,515.3

충남 0.04 0.51 -0.31 0.11 0.90 4.59 3,619.6 1,859.7

전북 0.05 0.84 -0.28 0.13 1.68 6.74 3,874.2 1,416.2

전남 0.05 0.87 -0.39 0.12 2.44 12.69 1,970.7 697.31

경북 0.04 0.51 -0.43 0.14 0.59 3.53 3,747.3 997.12

경남 0.06 1.48 -0.26 0.19 2.96 16.95 4,334.3 1,943

제주 0.08 1.55 -0.53 0.17 2.98 19.30 1,553.5 582.62

주: 평균,  ,  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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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아파트 가격 및 변화율(%) 추이

지역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 변화율(%)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4  국내 지역별 아파트 가격 동조화 변화 분석

<그림 1> 계속

지역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 변화율(%)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변화율(%)에 표시된 음영은 AR(0)를 따르는 국면전환모형을 통해 측정된 상승기(+)를 의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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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모형설명

Gilmore, Lucey, and Boscia(2010), Heiberger(2014), Sensoy and Tabak(2014)

등과 같이 MST를 활용한 동조성 연구의 대부분은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자료의 특성에서

Ljung-Box 검정 결과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조건부 분산들이 일정 기간에 걸

쳐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분산 행렬이 변하는 것을 허용

하는 추정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일부 극복하기 위해 BEKK-GARCH 모형을 통해 시간가변 상관계수를 추출하고

이를 MST 기법에 적용하여 지역별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현상의 변화를 동태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4)

1. BEKK-GARCH(1,1) 모형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분산을 추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변량 GARCH

류의 모형들이 많이 사용된다. 이는 일변량(Univariate) GARCH 모형에서는 분산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만 다변량 GARCH 모형에서는 공분산행렬 전체

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다변량 GARCH(1,1) 모형에

서 각 원소는 1기전 오차항의 제곱, 오차항의 교차적(cross product), 그리고 1기

전 분산 및 공분산의 선형함수로 나타난다(Bollerslev, Engle, and Wooldridge,

1988; Baba, Engle, Kraft, and Kroner, 1989). 다변량 GARCH류의 모형에도 다

양한 종류의 모형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VECH, BEKK, CCC, DCC류 모형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추정이 쉽고 효율적인 Diagonal BEKK 모형에

GJR 모형(Glosten, Jagannathan, and Runkle, 1993)에서와 같이 아파트 가격의

비대칭 효과를 고려한 아래와 같은 모형을 활용한다.5)

4) 본 연구는 주간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사용하여 GARCH류 모형에서 요구되는 고빈도(High

Frequency) 자료 요건을 충족하고자 하였다. 이때 추정되는 개별 시간가변 상관계수의 시

계열(주별)은 644개이다.

5) 본 연구에서 BEKK 모형을 선정한 이유는 BEKK 모형이 VECH 모형의 결점인 음의 정부

호(negative definite)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추정 결과가 항상 공분산 정상성

(covariance stationarity), 점근적 정규성(asymptotic normality)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BEKK 모형의 경우 차수가 늘어나면 추정해야 하는 모수의 개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ality)가 존재하지만, DCC 모형보다 BEKK 모형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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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1)

식 (1)에서  ,  ,  , 는 각각  ×   행렬이다. 는 양의 정부

호(positive definite)이고 대칭적인 행렬이다. 를 제외한 나머지 항들이 2차 형

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가 양의 정부호라면 공분산 행렬은 양의 정부호를 가

진다. 이때 식 (1)에서   
 은   가 음의 값을 갖는 경우는 1, 그 이외의 경우

는 0을 갖는 더미변수를 나타내며, 음의 충격벡터에 의존하는 추가적인 2차 형식

(quadratic form)을 가진 비대칭모형이다. 또한 식 (1)을 통해 확인되는 각 조건

부 분산․공분산의 방정식 및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3)

                

    
       

    

    

 
(5)

이런 조건부 분산ㆍ공분산은 아래와 같은 log-likelihood function을 통해 모수

를 추정하게 된다.

   log  


log   


′ 

   (6)

 
  



  (7)

여기서 log-likelihood function은 BHHH(Berndt, Hall, Hall, and Hausman,

1974) 알고리즘을 따른다(Karolyi, 1995). 는 모든 모수들의 벡터이다.

추가적으로 식 (1)의 조건부 분산 모형인 BEKK-GJR-GARCH(1,1) 모형을 추

안정적이라는 Caporin and McAleer(2012)의 연구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차원의 저주

를 피하고 연구목적에 맞게 이변량 BEKK 모형을 선정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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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부 평균 모형인 VAR(1) 모형을 먼

저 추정한다.

         ,      (8)

이때 는 ×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변화율 벡터이며, 와 는 각각 × ,

× 추정계수이다. 는 ×인 오차항이다.   는  기에 이용 가능한 정

보집합이다. 는 × 변화율의 공분산 행렬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함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식 (8)이 갖는 중요도가 낮아 모형설명만 서술하며, 추

정 결과는 지면절약을 위해 생략한다.

본 논문에서 위와 같이 VAR(1)-BEKK-GJR-GARCH(1,1) 모형을 이변수로

한정한 것은,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의 문제를 전체 아파트시장 경기와의 연관성

문제로 치환하지 않고 두 지역만의 상관계수를 구해 지역별 주택 가격 간 동조

성의 구조를 직접 분석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로 인해 150개 지역 간 추정된 시

간가변 상관계수의 수는 11,175개이다.

2. MST

시스템 내의 개체들을 연결시키는 상호작용을 그래프 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

는 네트워크 분석은 자연과학 분야는 물론 사회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

산되고 있다. 실제로 네트워크를 통한 주식시장의 연구는 경제물리학적으로

Mantegna(1999)가 복잡계 관점에서 MST 방법을 도입한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

어져 왔다. 종래 금융시장 연구에서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에 기반하는 상관관

계 분석은 일정한 한계가 있었는데, MST는 이러한 가정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시장의 상관성 구조와 체계적 위험을 위상학적(Topological)으로 용이하게 파악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활용한 연구는 주식시장, 외환시장 및 상

품시장 등 주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MST 기법은

자산 간 상관계수 행렬을 유클리드 거리계수(Euclidean metric)로 전환하여 산출

된 복잡한 네트워크를 초거리 공간(ultrametric space) 내에서 대폭 축약하여 그

래프로 나타냄으로써 경제적으로 의미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론이다.

MST는 가장 중요한 상관관계를 선별하고 이를 토대로 최단 거리 연결 그래프를

구축하여 정점들의 군집을 파악하여 유사한 성격을 갖는 변수들을 집단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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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방법론이다. 우선, 앞서 추정된 각 지역별 아파트 가격 변화율 간의 조건

부 상관계수를 Mantegna(1999)의 과정에 따라 거리계수로 전환하여 상호연관성

을 파악한다. 식 (5)를 통해 주별로 추정되는 시간가변 상관계수의 시간가변 거

리계수 전환은 아래의 식 (9)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      (9)

상관계수는   ≤   ≤의 범위에서 큰 값을 가질수록 높은 관련성을 갖

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식 (9)의 거리 값은  ≤   ≤ 의 범위에서 낮은 값을

가질수록 더욱 더 유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식 (9)를 통해 구해진   개

의 거리계수 중 중요도가 높은  개의 거리계수를 이용하여 아파트 가격

변화율 간의 MST와 계층트리를 그릴 수 있다. 이때  개의 거리계수는

Prim 알고리즘에 따라 선별되며, 이 중 가장 작은 거리계수를 시작점으로 MST

를 작성한다. 다음으로 시작 정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신장트리집합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방법이다. 시작 단계에서는 시작 정점만이 신장트리집합에 포함된

다. Prim 알고리즘은 신장트리집합에 인접한 정점들 중에서 최소거리로 연결된

정점을 선택하여 트리를 확장한다. 이 과정은 트리가  개의 연결선을 가질

때까지 계속된다. 위와 같이 선별된 거리계수는 두 군집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

운 순으로 연결하는 계층적 군집 분석의 단일 연결법(single link method)을 적용

하여 계층트리로 재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군집 간의 동조성 강도를 세밀

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MST를 통한 동조성의 동태적 변화를 분

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Pan and Li(2019)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Normalized Tree Length(NTL)를 활용한다.

 




  
 ∈ 

  
 (10)

이때   
 는 기에 전체 거리계수 중 Prim 알고리즘을 통해 MST로 추출된

중심지와 연결된 노드 간 최단경로거리를 의미한다. 즉, 가 작아질수록 지

역 주택 가격 간 동조성이 강화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아파트

가격 변화의 중심지를 파악하고 중심지의 동태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Opsahl

et al.(2010), Wei et al.(2012), Du et al.(2015), Hong et al.(2019), Andrad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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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êgo(2019)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규화(normalization)된 가중 근접 중심성

(Weighted Closeness Centrality), 가중 연결 중심성(Weighted Degree Centrality)

등을 활용한다. 여기서 근접 중심성은 중요한 노드일수록 다른 노드까지 도달하

는 거리가 짧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측정되는 지표이다. 또한 근접 중심성은 직․

간접으로 연결된 노드의 거리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글로벌 중심

성을 측정하는 도구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rim 알고리즘으로 추출된 최

소신장트리의 최소거리를 기준으로 식 (11)과 같은 가중 근접 중심성을 측정하여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1)

다음으로 연결 중심성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노드와 직접 연결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연결 중심성은 국내 아파트 가격 네트워크에

서 한 지역과 다른 지역 간 아파트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로 인해

연결되어 있음을 보이는 척도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연결 중심성은 네

트워크 내 동일한 연결 중심성을 갖는 지역 간의 중요도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노드와 함께 거리계수에도 중요도를 부여한 식 (12)와

같은 가중 연결 중심성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내 연결 중심성 간 중요도를 살펴

본다.

  
  


  



     

(12)

여기서 식 (11)의 기의 가중 근접 중심성은   
 로 정의되는 시점 최단경로

거리의 합에 대한 역수로 표현된다. 따라서   
 가 커질수록 중심지와 연결된

지역 간의 근접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식 (12)의   는 시점에 와  지역

의 주택 가격 간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가 MST를 통해 확인되면 1, 그 외는 0

인 값이며,   는 시점에 연결된 와  지역 주택 가격 간 노드에 부여되는

가중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는 Prim 알고리즘으로 선별된 시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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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계수인   
 의 역수6)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 커질수록 지역 주택 가격

의 연결 중심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추정 결과

1. 아파트 가격의 동조화 변화 분석

먼저 <그림 2>는 식 (5)와 같이 이변량 GRACH 모형으로부터 구한 지역 아

파트 가격 간 시간가변 상관계수를 MST 기법에 적용하여 전국 및 지역별 최단

경로거리를 추정하고 식 (10)의 과정을 통해 최단경로거리를 표준화한  결

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때 실선으로 표시된 지역별 과 함께 전국 을

점선으로 표시하여 전국과 각 지역 아파트 가격 간 변화의 연관성을 살펴본다.

전국 150개 지역을 모두 고려할 경우 2020년 4월 전후로 이 급격히 축소되

며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의 경우 지역별로 지역 내 시군구 아파트 가격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이며, 지역 내 동조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전국 아파트 가격 동조성과

비교해 보면, 2012년 이전은 경남,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충청(충북+충남),

2017년 5월 이후는 서울이 전국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현상을 높이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의 경우 2012년 이전 인구유입과 수급불균형, 2012년에서 2016

년까지 충청지역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2017년 5월 이후 서울의 경우 불

안정한 국내 정국의 안정화 등으로 인한 해당 지역 내 아파트 가격 변화가 전국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7) 반면, 경남, 충청(충북

+충남),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지역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가 강화된

시점에 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 또는 보합인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아파

6) Reyes-Sliva et al.(2020), Costa et al.(2019) 등을 참조하였다.
7) 전국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변화 원인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인구유입과 수급불균형, 불안

정한 국내 정국의 안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012년 경남지역 동조성의 급상승은

아파트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경남지역 인구 473,757명에

서 2012년에는 2,772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으나, 이후 2013년 3,794명, 2014년 6,075명,

2015년 5,105명 순유입으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인구순유입이 아파트 가격을 상

승시킨 원인 중 하나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원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증분석이 병행

된다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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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ormalized Tree Length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주: 각 지역별 결과에 표시된 점선은 전국 150개 시군구를 전부 고려하여 추정된 결과이며, 식

(10)의  .

트 가격이 평균 변화율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기간에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현

상이 강화되는 지역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의 광역시와 경

기, 전북, 경북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 충청지역, 전남, 경남 등의 경우 전국

아파트 가격 동조화 현상에 대한 영향력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

를 종합해 보면, 아파트 가격 상승이 항상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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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8)

이와 함께 <그림 2>와 같이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은 시점과 지역에 따라 다

를 수 있으며, 다수의 기존 연구와 같이 단순히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주

택 가격 또는 아파트 가격 간의 동조화를 분석하는 경우 주택시장에서 가격 동

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지역적 요인이 간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국면전환을 통한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의 비대칭 효과 분석

다음으로 <그림 1>에서 확인되는 AR(0)를 따르는 국면전환모형을 통해 도출

된 전국, 서울, 6대 광역시, 9개 도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승기(+)와 하락기(-)

를 기준으로 150개 시군구에 대한 전국 및 지역별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의 비

대칭 효과를 살펴본다. 우선, <표 4>는 전국, 서울, 6대 광역시, 9개 도의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대한 빈도를 보여 준다. <표 4>를 통해 아파트 가격이 <표

3>의 평균 변화율보다 높은 상승을 보인 기간의 관측 빈도가 높은 지역으로 경

북, 대구, 서울, 충북 등이 있다. 반면 강원, 광주, 전남 등은 아파트 가격이 평균

변화율보다 높은 상승이 관측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확인된다.

<표 4>에서 전국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평균 변화율보다 높은 상승이 발생한

빈도는 149번이며, 전국과 평균 변화율 이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기간이

가장 많이 중복되는 지역은 대구로 106번 관측되었다. 반면 전남의 경우 평균 변

화율 이상의 아파트 가격 상승기(+)가 전국과 중복되는 기간이 31번으로 가장 적

었다. 다음으로 지역별 아파트 가격 상승기(+)가 가장 많이 겹치는 지역을 살펴

보면, 서울은 인천, 부산은 전북, 대구는 경북, 인천은 서울, 대전은 전북과 부산,

울산은 대구와 경북, 경기는 서울, 충북은 경북, 충남은 경북, 전북은 부산과 충

북, 전남은 전북, 경북은 대구, 경남은 부산, 제주는 경북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주와 강원의 경우 상승기(+) 발생 빈도가 적어 다른 지역과 상승기(+)가 겹치

는 빈도가 대부분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하게 관측된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와 강

원은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상승기(+)가 겹치는 빈도가

0으로 관측되며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보인다.

8) <그림 2>에서는 지역별 시군구 아파트 가격을 통해 지역 내 동조성을 계산하였으며, 이를

서울을 기준으로 재계산하는 경우 대부분 서울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가 다른 지역 내 아

파트 가격 간 동조화보다 높게 나타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주요 결론이

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결과이므로 부록에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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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역별 아파트 가격 상승기 및 지역 간 동일 상승기 기간

지역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49

서울 97 217

부산 73 21 115

대구 106 64 59 230

인천 89 98 22 66 127

광주 38 0 38 38 0 38

대전 98 67 97 71 54 37 155

울산 52 14 53 74 14 36 49 74

경기 49 49 15 31 43 0 41 14 50

강원 35 0 35 35 0 34 33 35 0 35

충북 65 14 85 128 17 38 73 71 13 35 206

충남 49 10 50 100 24 37 46 70 10 35 110 129

전북 75 24 108 70 34 38 97 65 10 35 108 77 161

전남 31 5 39 32 6 21 35 32 2 21 33 31 43 47

경북 97 47 70 211 49 38 69 74 18 35 153 115 81 34 247

경남 60 12 84 52 12 37 70 47 12 33 82 46 81 26 63 85

제주 48 50 45 56 34 11 30 31 4 8 58 32 63 19 59 36 131

주: <표 3>의 평균보다 높아지는 시점이 겹치는 경우에 대한 빈도수를 의미함.

<표 5>를 통해 전국 또는 지역별 아파트 가격 상승기(+) 및 하락기(-), 전국

과 지역별 아파트 가격 상승기(+) 또는 하락기(-)가 겹치는 기간에 대한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의 비대칭 효과를 살펴본다.

우선, <표 5>에서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전국 및 지역 내 아파트 가

격 간 동조성이 대부분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강원의 경우 전국 상승기

(+) 은 1.27, 하락기(-) 은 1.23, 강원 아파트 가격 상승기(+) 은

1.26, 하락기(-) 은 1.23으로 전국 및 강원의 아파트 가격 하락기(-)가 상승

기(+)보다 강원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이 더 높게 관측된다. 서울, 부산, 대구, 인

천, 대전, 전북 등의 경우 전국과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기(+)가 겹치는

경우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이 전국 또는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의 개

별 상승기(+)보다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5>를 통해 지역별 아파트 가격 상승기(+)와 하락기(-)에 따라

전국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의 비대칭 효과를 살펴보면,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는 상승기(+)에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지

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가 0.81로 가장 작게 관측되면서 전국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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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가격 간 동조성이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기(+)보다 더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국과 지역별 아파트 가격 상승기(+)가 겹치는 시기에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기(+)만 고려될 때보다 전국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이 더

강화되며, 특히 전국과 경기 또는 전북의 아파트 가격 상승기(+)가 겹치는 경우

전국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이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아파트 가격 상승(+)과 하락(-)에 따른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비교

지역

지역 내 동조화 전국 동조화

전국 지역별 전국+지역별 지역별 전국+지역별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전국 0.83
*

0.94
*

- - - - - - - -

서울 0.89
*

0.95
*

0.84
*

0.99
*

0.83
*

0.99
*

0.89
*

0.92
*

0.82
*

0.93
*

부산 1.03* 1.10* 1.00* 1.10* 0.98* 1.11* 0.84* 0.93* 0.82* 0.94*

대구 1.09* 1.12* 1.09* 1.12* 1.08* 1.13* 0.89* 0.92* 0.83* 0.93*

인천 1.10* 1.15* 1.06* 1.16* 1.05* 1.15* 0.85* 0.93* 0.82* 0.94*

광주 1.11* 1.21* 1.03* 1.20* 1.03* 1.21* 0.84* 0.92* 0.84* 0.94*

대전 1.14* 1.23* 1.10* 1.24* 1.07* 1.24* 0.87* 0.93* 0.83* 0.94*

울산 1.14* 1.19* 1.05* 1.20* 1.08* 1.20* 0.85* 0.92* 0.82* 0.93*

경기 0.93
*

1.03
*

0.84
*

1.02
*

0.84
*

1.03
*

0.81
*

0.92
*

0.81
*

0.94
*

강원 1.27
*

1.23
*

1.26
*

1.23
*

1.26 1.23
*

0.85
*

0.92
*

0.85
*

0.94
*

충북 0.93 0.94 0.82
*

0.99
*

0.90
*

1.00
*

0.90
*

0.92
*

0.83
*

0.94
*

충남 1.05
*

1.08
*

0.95
*

1.11
*

0.95
*

1.11
*

0.88
*

0.92
*

0.82
*

0.94
*

전북 1.18
*

1.23
*

1.14
*

1.25
*

1.12
*

1.25
*

0.85
*

0.93
*

0.81
*

0.94
*

전남 1.24 1.27
*

1.10
*

1.27
*

1.12
*

1.27
*

0.85
*

0.92
*

0.83
*

0.94
*

경북 1.08* 1.12* 1.02* 1.17* 1.04* 1.17* 0.90* 0.92* 0.84* 0.93*

경남 0.97* 1.07* 0.81* 1.08* 0.85* 1.08* 0.84* 0.92* 0.83* 0.94*

제주 - - - - - - 0.91 0.91 0.85* 0.93*

평균 1.06* 1.12* 1.00* 1.13 1.00* 1.13* 0.86* 0.92* 0.83* 0.94*

주: 1) 전국과 지역별 상승기와 하락기에 평균 를 계산한 결과, 지역 내 동조화에서 전국

과 지역별은 전국과 지역별 상승(하락)기의  평균, 전국+지역별은 전국과 지역별

모두 상승하는 기간의  평균. 전국 동조화에서 지역별은 각 지역별 상승(하락)기

의 전국  평균, 전국+지역별은 전국과 지역별 모두 상승(하락)하는 기간의 전국

 평균.

2) 결과 값이 작을수록 동조화 정도가 높으며,
*
는 5%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3) 제주는 측정되는 지역별 아파트 가격의 지표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지역 내 을 측
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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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강원을 제외한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기(+)

에 전국 및 지역별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9) 둘째,

전국 및 지역별 상승기(+)가 겹치는 경우 다수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

이 확대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간 아파

트 가격 상승기(+)가 중복되는 기간에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특정 지역 간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대한 군집화가 관측된다.

3. 동조성 변화에 따른 중심지역 변화 분석

전국과 각 지역에 대한 아파트 가격 변화에 대한 근접 및 연결 중심성을 식

(11)과 식 (12)로 추정하여 전국 및 지역별 가중 근접 및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

은 지역을 선별하여 <그림 3>과 <그림 4>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가중

근접 중심성과 가중 연결 중심성은 앞에서 거리개념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나,

이해를 위해 두 가지 분석방법을 아파트 가격에 적용하여 비교한 후 결과를 살

펴보기로 한다. 가중 근접 중심성은 중요한 노드일수록 다른 노드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짧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측정되는 지표로 거리가 짧을수록 아파트 가격

의 변화가 유사하고 동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전국 또는 지역별 가

중 근접 중심성을 분석하는데, 전국의 경우 전국 아파트 가격 변화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지역 아파트 가격을 거리로 환산하는 개념이 된다. 지역별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으로 가중 연결 중심성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노드와 직접

연결된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아파트 가격 변화가 유사하여 연결된 지역이 많

을수록 연결 중심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전국의 경우 가중 연결 중심성이 높은

지역은 전국 아파트 가격과의 상호 영향이 높다고 해석된다. 두 가지 지표는 매

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간단히 가중 근접 중심성은 전국 및 지역별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을 측정하는 반면, 가중 연결 중심성은 전국 및 지역별 아파트 가

격 동조성의 상호 영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9) 전 지역의 아파트 가격 추이를 보면 대부분의 기간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하락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아파트 가격 하락 기간, 특히 수도권

을 제외한 아파트 가격 하락에도 수도권은 오히려 상승 또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동조성

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모두 함께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동조성

이 높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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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국 Closeness and Degree Centrality 변화

< Closeness Centrality, CC: 전국 > < Degree Centrality, DC: 전국 >

’08.02.22 ’14.09.18 ’21.04.14 ’08.02.22 ’14.09.18 ’21.04.14

주: 전국을 그룹화하여 식 (11)과 식 (12)로 계산된 
와 

의 값이 가장 큰 값을 갖는 지

역만을 검정 점으로 표시. 각 숫자별 지역은 <표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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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그림 4>는 전국 또는 지역별 및 매 시점별로 (가중) 근접과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즉, 표시된 점이 몰려 있는 지역

이 (가중) 근접과 연결 중심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을 통해 전국

기준으로 가중 근접 중심성을 살펴보면, 근접 중심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남

(140～149)과 충남(119～126)에서 서울(1～25)과 경기(73～109) 등 수도권으로 이

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중 연결 중심성을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

에 따라 경남(140～149), 서울(1～25)과 경기(73～109), 충청지역(충북, 113～118;

충남, 119～126)으로 연결 중심성의 이동이 관측된다.

<표 6>을 통해 전국 기준으로 가중 근접 중심성이 가장 높게 관측되는 빈도

가 높았던 지역은 경남 성산구(구, 창원시)이며, 가중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게

관측되는 빈도가 많은 지역도 경남 성산구(구, 창원시)로 나타난다. 이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창원시를 중심으로 경남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같

은 시기에 상승한 전국 아파트 가격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경남 성산구의 가중 근접 중심점이 가장 높았던 원인 중 하나는

국지적 수급불균형으로 상대적으로 경남 타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동에 비해 성

산수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더욱 큰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4>를 통해 지역별 가중 근접 및 연결 중심성을 살펴보면, 서

울의 경우 가중 근접 중심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북구(1)로 나타난다.10) 이런

결과는 분석 기간 동안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중 연결

중심성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의 중심지역을 살펴보면, 일정하지 않고 시간

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관측할 수 있다. 이때 <표 7>을 통해 동대문구가 가중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관측되는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동대문구는 가중 근접 중심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한 번도 선택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서울에서 가중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게 관측된 빈도가 높은 지역은

강북구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 변화의 파급효과가 시작되는

중심지로 강북구를 고려할 수 있다. 부산은 <그림 4>와 <표 7>을 통해 구도심

10) 전국 아파트 가격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남 아파트 가격이 선도한

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다른 추정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결과의 원인으로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오면서 높은 가격을 형성한 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작은 비율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강남 아파트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늦게 강북 및 지방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

히려 동조성은 낮게 나타나는 결과라 예상된다.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전 지역에 대한 시차를 감안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나 본 연구에서 다루기에는

복잡한 면이 있어 여기서는 동시기의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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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국 Closeness and Degree Centrality 빈도표

지역 CC DC 지역 CC DC 지역 CC DC 지역 CC DC

서울

1 강북구 5 3

부산

39 사상구 3 6

경기

77 수정구 6 0

충북

115 청원구 6 12

2 광진구 3 0 40 기장군 5 6 78 중원구 2 1 116 흥덕구 7 8

3 노원구 5 10 41 강서구 1 0 79 분당구 3 10 117 충주 1 4

4 도봉구 1 12

대구

42 중구 7 27 80 덕양구 8 4 118 제천 4 6

5 동대문구 9 17 43 동구 2 2 81 일산동구 2 1

충남

119 동남구 3 1

6 마포구 3 10 44 서구 3 2 82 일산서구 3 5 120 서북구 1 1

7 서대문구 4 1 45 남구 0 0 83 만안구 5 7 121 공주 0 0

8 성동구 5 0 46 북구 5 5 84 동안구 0 7 122 아산 4 0

9 성북구 1 1 47 수성구 3 0 85 부천 0 4 123 논산 1 2

10 용산구 1 1 48 달서구 3 1 86 의정부 7 6 124 계룡 3 4

11 은평구 8 11 49 달성군 3 21 87 광명 3 3 125 당진 11 5

12 종로구 5 1

인천

50 중구 0 2 88 평택 0 0 126 서산 53 3

13 중구 5 6 51 동구 1 2 89 단원구 2 0

전북

127 완산구 0 1

14 중랑구 3 8 52 미추홀구 2 4 90 상록구 4 4 128 덕진구 4 10

15 강남구 8 3 53 연수구 0 1 91 과천 11 8 129 익산 4 0

16 강동구 3 1 54 남동구 0 2 92 구리 3 2 130 군산 2 1

17 강서구 3 4 55 부평구 3 0 93 남양주 4 3

전남

131 목포 0 1

18 관악구 8 6 56 계양구 1 0 94 처인구 1 1 132 순천 3 8

19 구로구 8 8 57 서구 1 1 95 기흥구 4 3 133 광양 2 2

20 금천구 3 1

광주

58 동구 2 0 96 수지구 7 3 134 여수 0 1

21 동작구 14 2 59 서구 6 5 97 시흥 0 0

경북

135 남구 0 0

22 서초구 6 1 60 남구 1 6 98 군포 15 28 136 북구 0 0

23 송파구 8 15 61 북구 8 0 99 의왕 1 1 137 구미 2 2

24 양천구 7 2 62 광산구 3 2 100 하남 3 0 138 경산 0 5

25 영등포구 5 4

대전

63 동구 1 0 101 오산 0 8 139 안동 49 18

부산

26 중구 0 1 64 중구 5 3 102 파주 1 0

경남

140 마산합포구 1 1

27 서구 1 0 65 서구 2 1 103 이천 0 5 141 마산회원구 12 1

28 동구 1 2 66 유성구 3 2 104 안성 3 4 142 성산구 54 90

29 영도구 1 0 67 대덕구 3 2 105 김포 5 10 143 의창구 14 6

30 부산진구 1 3

울산

68 중구 1 0 106 양주 5 8 144 진해구 1 4

31 동래구 0 0 69 남구 4 3 107 동두천 8 11 145 양산 3 3

32 남구 4 3 70 동구 2 1 108 광주 0 1 146 거제 0 2

33 북구 1 2 71 북구 2 0 109 화성 0 1 147 진주 0 0

34 해운대구 1 0 72 울주군 0 4

강원

110 춘천 1 0 148 김해 1 5

35 사하구 4 3

경기

73 장안구 0 0 111 강릉 1 1 149 통영 23 10

36 금정구 1 0 74 권선구 3 6 112 원주 2 5 제주(150) 4 0

37 연제구 1 0 75 팔달구 2 0
충북

113 상당구 0 1

38 수영구 0 0 76 영통구 2 0 114 서원구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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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지역별 Closeness and Degree Centrality 변화

<CC: 서울> <DC: 서울> <CC: 부산>

<DC: 부산> <CC: 대구> <DC: 대구>

<CC: 인천> <DC: 인천> <CC: 광주>

<DC: 광주> <CC: 대전> <DC: 대전>

<CC: 울산> <CC: 경기> <DC: 경기>

<DC: 울산>

주: 전국이 아닌 지역별로만 그룹화하여 식 (11)과 식 (12)로 계산된 
와 



의 값이 가장 큰 값을 갖는 지역만을 검정 점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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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지역별 Closeness and Degree Centrality 변화

<CC: 강원> <DC: 강원> <CC: 충북>

<DC: 충북> <CC: 충남> <DC: 충남>

<CC: 전북> <DC: 전북> <CC: 전남>

<DC: 전남> <CC: 경북> <DC: 경북>

<CC: 경남> <DC: 경남>

주: 전국이 아닌 지역별로만 그룹화하여 식 (11)과 식 (12)로 계산된 
와 



의 값이 가장 큰 값을 갖는 지역만을 검정 점으로 표시함.

인 동래구(31), 남구(32), 북구(33)의 아파트 가격 변화가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를 높이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가중 연결 중심지가 수영구(38), 사

상구(39), 기장군(40) 등으로 이동하는 형태가 <그림 5>를 통해 관측되면서,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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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현상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구는

<그림 4>와 <표 7>을 통해 전체 분석 기간에서 가중 근접 및 연결 중심성이 가

장 높은 지역에 대한 빈도가 중구(42), 동구(43), 서구(44), 북구(46) 등으로 나타

났다. 다만, 최근 수성구가 대구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를 이끄는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은 역사적으로 중구(50), 동구(51), 서구(59)

가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현상을 이끄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인

천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현상의 중심지가 미추홀구(52)로 이동하고 있음이 관

측된다. 광주와 대전의 경우 아파트 가격 변화의 중심지가 일정한 수준으로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중구(68)와 울주군

(72)이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현상을 이끄는 지역으로 관측되었으며,

2018년 7월 이후 북구가 울산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변화에 중요한 지역으로

분석된다.

경기는 역사적으로 군포(98)가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를 이끌고 있었

지만 최근에는 특정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

원은 원주(112)를 중심으로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상당구(113), 서원구(114), 흥덕구(116)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이 결정되었으나, 2015년 12월 이후 청원구(115)와 충주

(117) 등도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변화를 이끄는 중심지로 확인된다.

충남은 서북구(120)와 아산(122) 등이 역사적으로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

성을 이끄는 지역을 파악되며, 최근 논산(123)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덕진구(128)가 전북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의 중심지로 확인된

다. 전남은 순천(132)이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의 중심지이지만, 아파트

가격 변화로 인한 파급효과는 연결 중심성의 빈도가 높은 여수(134)가 더 클 것

으로 예상된다. 경북은 전통적으로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에 대한 남구

(135), 북구(136), 안동(139)의 아파트 가격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관측

되지만, 최근 경북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현상에서 구미(137)의 근접 및 연결

중심성이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경남은 구 창원시인 성산구(142)가 가중 근

접 및 연결 중심성에 대한 분석 기간 동안 빈도 결과를 통해 경남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심지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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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역별 Closeness and Degree Centrality 빈도표

지역 CC DC 지역 CC DC 지역 CC DC 지역 CC DC

서울

1 강북구 644 59

부산

39 사상구 19 21

경기

77 수정구 16 23

충북

115 청원구 67 51

2 광진구 0 8 40 기장군 63 67 78 중원구 10 4 116 흥덕구 100 188

3 노원구 0 36 41 강서구 2 0 79 분당구 33 21 117 충주 31 74

4 도봉구 0 33

대구

42 중구 133 133 80 덕양구 47 33 118 제천 131 35

5 동대문구 0 60 43 동구 126 94 81 일산동구 10 13

충남

119 동남구 148 99

6 마포구 0 37 44 서구 116 98 82 일산서구 14 22 120 서북구 164 153

7 서대문구 0 33 45 남구 29 44 83 만안구 23 19 121 공주 41 33

8 성동구 0 7 46 북구 90 104 84 동안구 38 43 122 아산 119 143

9 성북구 0 10 47 수성구 55 60 85 부천 14 8 123 논산 62 126

10 용산구 0 18 48 달서구 43 48 86 의정부 20 25 124 계룡 21 31

11 은평구 0 27 49 달성군 52 63 87 광명 13 13 125 당진 80 44

12 종로구 0 2

인천

50 중구 150 127 88 평택 8 2 126 서산 9 15

13 중구 0 13 51 동구 143 112 89 단원구 19 23

전북

127 완산구 208 220

14 중랑구 0 37 52 미추홀구 86 103 90 상록구 8 9 128 덕진구 290 157

15 강남구 0 5 53 연수구 29 42 91 과천 16 26 129 익산 80 118

16 강동구 0 19 54 남동구 45 40 92 구리 19 12 130 군산 66 149

17 강서구 0 32 55 부평구 49 42 93 남양주 19 7

전남

131 목포 133 163

18 관악구 0 26 56 계양구 37 31 94 처인구 6 0 132 순천 310 153

19 구로구 0 12 57 서구 105 147 95 기흥구 15 26 133 광양 128 111

20 금천구 0 9

광주

58 동구 79 158 96 수지구 23 22 134 여수 73 217

21 동작구 0 24 59 서구 130 90 97 시흥 1 7

경북

135 남구 131 163

22 서초구 0 22 60 남구 95 125 98 군포 101 94 136 북구 117 128

23 송파구 0 50 61 북구 152 98 99 의왕 13 16 137 구미 96 88

24 양천구 0 20 62 광산구 188 173 100 하남 6 11 138 경산 70 69

25 영등포구 0 45

대전

63 동구 77 109 101 오산 5 4 139 안동 230 196

부산

26 중구 7 3 64 중구 180 124 102 파주 1 1

경남

140 마산합포구 41 46

27 서구 3 13 65 서구 142 160 103 이천 8 16 141 마산회원구 95 72

28 동구 32 28 66 유성구 109 77 104 안성 6 3 142 성산구 181 101

29 영도구 30 15 67 대덕구 136 174 105 김포 18 22 143 의창구 72 70

30 부산진구 55 66

울산

68 중구 190 141 106 양주 20 31 144 진해구 27 29

31 동래구 102 97 69 남구 102 102 107 동두천 20 29 145 양산 29 40

32 남구 72 99 70 동구 59 79 108 광주 3 3 146 거제 76 106

33 북구 86 88 71 북구 95 118 109 화성 5 7 147 진주 55 49

34 해운대구 43 35 72 울주군 198 204

강원

110 춘천 188 188 148 김해 45 83

35 사하구 43 28

경기

73 장안구 9 3 111 강릉 174 174 149 통영 23 48

36 금정구 8 4 74 권선구 28 22 112 원주 282 282 제주(150) - -

37 연제구 49 40 75 팔달구 17 12
충북

113 상당구 147 213

38 수영구 30 40 76 영통구 12 12 114 서원구 168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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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분석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국 및 지역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에 대해 분석하고 있고, 각 지역을 최대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복잡한 결

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단순히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

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지역 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지역에 대해

분석하고, 그 변화를 관찰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부동산 정책이

전국 중 주요 투기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거나, 신도시 및 혁신도시, 정부부처 이전, 수요가 튼튼한 산업

단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등 시도 아파트 가격 상승에 미치는 원인은 다양

하다. 여기서는 그 원인에 대한 분석에 앞서서 세부 지역 중 어느 지역이 시도

아파트 가격 및 전국 아파트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선행적으로 분

석하였다.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기마다 전국 및 각 지역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를 이끄는 지역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중

근접 중심성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서울 아파트 가격 간 동

조화의 중심이 강남 3구(서초구 22, 강남구 15, 송파구, 23)의 아파트 가격 변화가

아니라 강북구(1) 아파트 가격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중연결 중심성

기준으로는 타 지역처럼 특정 지역을 선정하기는 어렵고, 강남지역의 가중연결

중심성이 높지만 가장 높은 지역은 가중근접 중심점의 경우처럼 강북지역인 동

대문구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이미 높은 가격을 형성한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화가 강남지역만을 한정하여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 변화가 강남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경기에서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평균 변화율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를 이끄는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이는 최근 수도권으로 투기수요가 집중되면서 경기 아파트 가격이 동시적으로

급등하고 경기 주택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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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본 연구는 150개 시군구의 주별 아파트 가격 자료를 이용해 이변량 GARCH

모형으로 시간가변 상관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네트워크 분석인 MST 기법에 적

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표준화된 최단경로거리를 살펴보면, 2012년 이전은 경남,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충청(충북+충남), 2017년 5월 이후는 서울 등의 지역별 요인으로

이 줄어들면서 전국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현상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난

다. 반면, 2020년 4월 이후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이 커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은 그 정도 및 중심지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단, 위와 같은 특

정 기간을 제외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현상이 다른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관측된다.

다음으로 AR(0)를 따르는 국면전환모형을 통해 도출된 전국, 서울, 6대 광역

시, 9개 도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상승기(+)와 하락기(-)를 기준으로 150개 시군

구에 대한 전국 및 지역별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의 비대칭 효과를 살펴보면, 강

원을 제외한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기(-)보다 상승기(+)에 전국 및 지역별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며, 전국 및 지역별 상승기(+)가 겹치

는 경우 다수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현상의 구조 변화를 근접 및 연결 중심성을 통해

살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조화 현상의 근접 중심지는 경남과 충남에서 서

울과 경기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연결 중심성은 경남 → 수도권 → 충청지역

(충북+충남)으로 이동이 관측된다. 근접 중심성과 다르게 연결 중심성이 수도권

에서 충청지역으로 이동한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투기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중

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동시적으로 상승하면서 수도권에서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

는 지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로 전환된 반면, 지방의 경우 특정 지역이 지역

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전국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를 이끄는 지역이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아파트 가격을 통해 살펴본 국내 주택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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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연결 관계의 구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정 지역의 주택시장 구조 변화가 인근 지역 또

는 전국적인 주택시장의 연결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고, 통제할 수 없는 동시다

발적인 주택시장 충격으로 인해 지역 및 전국 주택시장 연결 구조가 변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특정 지역 중심의 주택정책을 고려할

경우 전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즉, 효율적인 정책효

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별 주택시장에 대한 유기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복합

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소신장트리(MST)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 지역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의 연결 관계 및 구조 변화, 집단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였다.

다만 네트워크 분석은 변수 간 동태적 인과관계를 분석하기보다는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모형이며, 이를 각 시점별로 산출한 후 네트워크의 변화를 살

펴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전 지역 아파트 가격 간 동태적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인과

관계 분석을 통해 결과를 보완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분

석 시 아파트의 면적, 건축연도, 공급량과 같은 좀 더 현실적인 아파트 가격과 관

련된 지표를 고려하는 방안도 흥미로운 주제라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연

구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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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울과 지역 아파트 가격 간의 동조성, 연관성 분석

<부도 1>을 통해 서울 아파트 가격 동조화 현상과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 동

조화 현상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의 결과를 이용하여 <부도

1>은 서울과 각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을 다시 계산한 후, 서울 아파

트 가격 을 뺀 결과를 보여 준다. 즉, <부도 1>을 통해 각 지역의 결과 중

음(-)의 결과는 서울보다 개별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가 높았던 시기이

며, 양(+)의 결과는 지역보다 서울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

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도 1> (서울+지역) Normalized Tree Length - (서울) Normalized Tree Length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주: 식 (10)에서 추정된 (서울+지역) 그룹의 에서 서울지역 를 뺀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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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1>에서 서울과 각 지역의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동태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의

정도도 시기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5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다른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는 상

대적으로 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이전까지는 충북과 충남이 서울지

역보다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이전까

지 경남도 서울보다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성이 강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위와 같은 특정 기간을 제외하면 전체 분석 기간에 대부분 서울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가 다른 지역 내 아파트 가격 간 동조화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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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of Changes in Co-movement

among Domestic Apartment Prices by Region

11)Han Ik Jang
*
ㆍMoon Jung Kang

**
ㆍNam Hyun Kim

***

This paper estimates the dynamic changes in the co-movement and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apartment prices with 150 Korean regions using the bivariate

GARCH model and Minimum Spanning Tree method.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regions that make strengthen the co-movement among apartment prices

across the country change over time in the order of Gyeongnam, Chungcheong,

and Seoul. The co-movement among apartment prices is greater in the rising(+)

period than the falling(-) period. The co-movement among apartment prices

within the region is highest in Seoul by average. The recent co-movement among

apartment prices, in the case of Seoul and the capital area, it is difficult to

specify the center of the co-movement phenomenon due to the simultaneous

increase in apartment prices, whereas in the case of non capital areas, a specific

region still leads the increase in apartment prices within the region. As a result,

the domestic apartment prices in Korea are organically linked, which is

dynamically changing depending on the housing market environment and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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