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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가격 추정모형의 예측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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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n Forecasting Performance
of Housing Price Prediction Models in Seoul
Myoungsub Choi*․Sehil Byeon**

요약：이 연구는 다양한 주택가격 추정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하여 예측에서 더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기준 서울시 아파트 1,991개 건물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을 대상으로 최소자승법
(Ordinary Least Square, OLS), 공간시차모형(Spatial Lag Model, SLM), 공간오차모형(Spatial Error
Model, SEM), 지리적 가중회귀모형(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 지리적 가법모형
(Geographically Generalized additive model, GGAM) 등 주택가격모형을 추정하고, 주택의 실제가격과
모형을 통한 추정가격을 이용한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도출하여 예측력
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좌표 및 연속형 변수의 비선형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리적 가법모형을 도
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지리적 가법모형 또한 공간자기상관을 감안한 공간계량경제모형과
함께 주택가격 예측에 있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주택가격의 예측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자기상관 구조와 연속형 변수의 비선형 구조를 동시에 반영한 모형의 개발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지리적 가법모형, 공간계량경제모형, 지리적 가중회귀 모형, 헤도닉 가격모형, 예측력
ABSTRACT：This study aims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various prediction models which
consider spatial dependence among housing price data. This study employs the dataset of apartment
price in the Seoul 1,991 wards in 2014 for empirical comparison and various prediction models such
as Ordinary Least Square, Spatial Lag Model, Spatial Error Model,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eographically Generalized additive model. And we compared real price with predicted
price by prediction models using RMSE(Root Mean Square Error). This study in particular focuses
on a Geographically Generalized additive model which considers geographic coordinates and
non-linearity of a hedonic function. After empirical analysis, we conclude Geographically Generalized
additive model can be used in prediction of housing price with the traditional methods. We expect
other research related housing price prediction will be considered both spatial dependence and
non-linearity of a hedonic function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prediction.
Key Words：Geographically General Addictive Model(GGAM), Spatial Econometrics, 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GWR), hedonic price mode, forecasting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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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다양
한 주택가격 추정모형을 방법론 측면에서 비교 검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상황을 판단하는데 중

토 한다. 3장에서는 서울시 아파트의 주택가격을

요한 경제적･정책적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수요자

기준으로 모형별 예측력 검토를 통해 가장 효율적

및 공급자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

인 모형을 도출하며, 마지막 4장에서는 시사점 및

정에 있어 정확한 예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연구의 한계를 서술한다.

다만 주택은 일반 재화와는 달리 위치고정성이
라는 특성이 존재하여 이의 가격을 예측하는데 있

Ⅱ. 주택가격 추정모형 비교

어서 재화의 기본 특성뿐만 아니라 공간적 요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반영한 주택가격 추정

1. 개요

모형이 발전되어 왔다.
최근 주택가격 추정모형은 특성가격모형을 기

주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재화와는 달리 이질

반으로 가변수모형, 공간계량경제모형, 지리적 가

성, 위치고정성, 내구성, 수익자산 등의 특성이 있

중회귀모형, 지리적 가법모형 등 다양한 모형이

기 때문에(김경환･서승환, 2002), 이를 대변하는

적용 및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의 가치, 즉 주택가격은 이러한 특성들이 종

하지만 주택가격 예측을 위해서는 다양한 모형

합적으로 반영된 주택재화의 가치로 다양한 결정

의 예측력을 비교하여 보다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

요인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기본적인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정 모형간의 전반적인 예

주택가격 결정요인으로는 주택유형, 대지면적 및

측력 비교 연구는 많지 않으며, 국외와는 달리 국

건평, 내부구성 내역 등 물리적 요인과 주변 환경,

내에는 기존에 사용된 기본모형(OLS)과 단순 비

각종 시설과의 접근성 등 입지적 요인, 경기변동,

교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주택시장(수요, 공급), 정부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주택가격 추

주택가격을 추정하는 모형으로는 재화의 가격

정모형의 예측력을 비교하여 보다 적합한 모형 선

에 미치는 특성을 모형화하는 헤도닉 가격모형

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1,991

(hedonic price model) 접근법이 주를 이루고 있

개 아파트 건물의 2014년 기준 주택의 평균매매가

으며, 주택가격을 종속변수로 앞서 언급한 주택의

격을 대상으로 최소자승법, 공간시차모형, 공간오

세부특성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모형을 추정

차모형, 지리적 가중회귀모형, 지리적 가법모형

하고 예측하고 있다.

등을 통해 주택가격모형을 추정하고, 주택의 실제

다만 주택가격은 위치고정성이라는 부동산의

가격과 모형을 통한 예측가격을 이용하여 평균 제

특성 때문에 접근성, 생활환경, 경관 등 주변의 공

곱근 오차(RMSE)를 도출, 예측력을 비교하여

간적 특성의 반영이 주택가격 추정모형 설정시 중

주택가격 예측에 보다 효율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요한 고려요소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특성가격

주택가격 추정모형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

모형에 공간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공간 가변

고자 한다.

수, 주택과의 거리 등의 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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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택에서의 특성가격모형은 주택의

는 일반화가법모형(GAM) 모형의 공간버전으로

가격(  )에 미치는 특성으로 주택의 평수, 경과

위치의 좌표를 직접 모형에 포함하고 비선형관계

년수, 단지규모 등 주거 및 단지특성 등 물리적 특

를 감안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성(  ), 교통시설, 도심지, 학교 등과의 접근성 등

이외에도 분위회귀모형, 계층선형모형 등 다양한

주택의 입지적 특성(  ), 공원녹지환경, 대기질

측면에서 공간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등 주택의 환경적 특성(  )을 감안하게 되며, 주

(김주영, 2003; 최열･권연화, 2004; 이승현･전경

로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OLS) 방

구, 2012; 양승철, 2014).

법을 통해 추정한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주택가격 모형별 예측력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연구로, Bitter et al(2007)은

          

미국 애리조나 투산의 주택시장의 공간적 이질성
영향이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① Global

기존에는 세부공간단위의 결정요인의 포함을
통해 설명력을 높여왔으나, 이의 한계를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GIS 기
법 등을 이용, 보다 세분화된 공간특성을 감안한
신규 결정요인들의 도입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와
더불어 설명하지 못하는 부문(공간의 구조적 측
면)에 대한 방법적 연구도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
다만 국가 혹은 특정지역 측면에서는 모형 추
정시 공간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지역 및 공
간단위의 경우 공간적 차이(이질성) 및 공간적 연
관관계로 인해 공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공간계량경제학에서는 계량경제학
적 문제 중 공간측면의 특성(공간적 자기상관)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접근이 이
루어졌다(Anselin, 1988). 또한 지리적 가중회귀
모형(GWR 모형)은 공간계량모형 중 국지적 측
면의 모형인 국지적 가중회귀(Locally Weighted
Regression)의 한 유형으로 각 세부지역 단위별

model(OLS), ② SEM, ③ SEM with time lag,
④ GWR 등 4가지 모형을 추정하였고 GWR과
SEM 모형이 OLS 모형에 비해 설명력과 예측력
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Seya et al(2011)은
일본 도쿄의 주택가격을 대상으로 ① OLS, ②
GWR, ③ Kriging, ④ SEM, ⑤ GGAM 등을 활용
하여 주택가격모형을 추정하여 예측 정확성을 비
교하였는데, 이 중 GWR 모형과 GGAM이 예측
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변세일
외(2015)에서는 대구시 주택가격의 예측력을 ①
OLS, ② SAR, ③ SEM, ④ GWR, ⑤ GGAM 등
의 모형을 추정하여 비교하였으며, 이 중 GGAM
이 가장 예측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2장에서는 현재까지 주택가격 추정모형
중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계량경제모형(공간시
차모형, 공간오차모형)과 지리적 가중회귀모형
(GWR 모형), 그리고 최근 활용이 높아지고 있는
지리적 가법모형(GGAM)을 검토하도록 한다.

회귀계수의 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지역의
공간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2. 공간계량경제 모형

는 공간의 비선형성을 모형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지리적 가법모형(GGAM)이 도입되고 있으며, 이

주택가격 관련 연구에서 현재까지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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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모형으로

공간계량경제모형(Spatial

Econometrics Model)을 들 수 있다. 이 모형은
Anselin이 1988년에 “Spatial

effects)을 받고 이는 공간가중치행렬을 통해 구
체화된다.

Econometrics:

공간가중치행렬(spatial weight matrix)은 공간

Method and Models”를 통해 집대성 한 이후 다양

자기상관을 구조화하는 방법으로서 공간계량경제

한 공간계량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형 중 하나이다. 공간계량경제모형은 추정에 있어

다. 공간가중치행렬은 반드시 횡단표준화(row

공간적 자기상관성1)을 해결하는데 계량경제학적

standardized)를 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주변지역

방법론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웃)의 값이 한 지점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영향

공간적 자기상관을 감안한 일반공간회귀모형

을 미치는지를 계량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간

(General Spatial Regression Model)의 일반적인

가중치행렬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대체로

형태는 다음의 식과 같다. 여기서, 오차항의 공간

각 지점의 인접성(contiguity) 혹은 지점간의 거

가중치 행렬( W 2 )이 0일 때는 공간시차모형

리2)를 이용하여 구축된다. 이 외에도 가장 근접한

(Spatial Lag Model, SLM)이 되고 종속항의 공

이웃의 수(K-nearest neighbors)를 통해 가장 가

간가중치 행렬( W 1 )이 0일 때는 공간오차모형

까운 자료의 개수를 이용하거나 경제적 가중치

(Spatial Error Model, SEM)이 된다. 여기서,  는

(economic weight)로서 경제적인 차이를 이용하

종속변수 벡터이며,  는 독립변수 행렬,  와  는

여 공간가중치행렬을 만들 수도 있다(최명섭 외,

공간자기회귀계수,  및  는 공간가중치행렬

2003). 최근에는 주택의 높이(층수)까지 고려한 3

이다(Anselin, 1988).

차원 가중치 행렬에 대한 도입도 이루어지고 있다
(김성우･정건섭, 2010a; 2010b).

         

또한 공간계량경제모형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

      

해 공간적 외부성(공간자기상관)의 형태를 다양

 ∼     

하게 적용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으며(Anselin,
2003; 최명섭･김의준, 2010), 이외에도 Pace et

공간시차모형(SLM)은 종속변수에만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는 경우이며, 공간오차모형
(SEM)은 오차항에만 공간적 자기상관이 존재하
는 경우이다. 즉, 하나의 종속변수(오차항)는 주
변지역의 종속변수(오차항)들에 상호 영향(spill-over

al.(1998)이 제시한 시․공간자기회귀모형(Spatiotemporal Autoregressive Model)3)을 이용하여 주
택가격 추정모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있다(박헌수, 2003; 박헌수･김정훈, 2004; 최명섭
외, 2009; Holly et al., 2010).

1) 공간자기상관이란 공간의 임의의 지점(위치)값은 주변지역의 값들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자료의 수집단위가 공간적 단위(우
편번호, 번지, 좌표 등)와 연결되어 있고 또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체 행위들이 상호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공간자기상관이 발생하게 됨. 특히,
일반적인 시계열 이론에서는 한쪽 방향으로만 영향을 주지만 공간에서는 상호작용으로 서로 영향을 준다는 특징이 있다(최명섭 외, 2003).
2) 각 지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나 지점간의 거리를 알고 있을 경우, 거리를 이용한 가중치 행렬이 인접성을 이용하는 방법보다 바람직하다
(Anselin, 1988).
3) Pace et al.(1998)이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시․공간자료를 모형화 하기 위해서는 시간효과와 공간효과 외에도
시․공간효과를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최명섭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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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리적 가중회귀 모형4)

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변수가 거리에 따라 얼
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5)

주택가격 추정모형에서 공간계량경제모형 다음

또한  는 지역  로부터 개만큼 인접한 지역까지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형으로 지리적 가중회

의 거리를 의미한다. 즉, 지역  로부터 다른 지역

귀(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

까지의 거리에 대해 가중치의 반응정도는 개만

모형을 들 수 있다. 해당 모형은 원래 선형회귀분

큼 인접한 지역까지의 거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

석을 지역별 자료에 평활(smoothing)시키는 것에

도록 구성한다(이성우 외, 2006).

서 기원하였으며, 국지적 가중회귀(Locally Weighted
Regression)의 유형 중 하나이다.
GWR 모형은 공간계량경제모형과 같이 중심지

Exponential 가중치:
  
exp   




와 여타지역 간의 상관관계는 거리에 의존한다는
고전적 가정을 따르고 있다. 특이한 점은 다른 공

Tricube 가중치:

간계량모형과 달리 모든 지역에 대한 공간적 연관
관계를 감안하여 각 지역별 설명변수들의 계수를

 



       



별도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GWR 모형의 기본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으며,

Gaussian 가중치:

공간계량경제모형의 공간가중치행렬의 개념을 활

   

용하여 가중회귀분석(Weighted Least Squares)

∙ 는 표준정규분포함수의 pdf

에 적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GWR
모형은 공간계량경제모형과는 달리 관찰지역(자
료) 모두에 대해 추정이 이루어진다.

GWR 모형은 특정변수의 공간 이질성 탐색 등
지리학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주택분
야에는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다. 선행연구들은



  





   




   ′     ′  

대체로 OLS 모형보다 GWR 모형의 효율성을 강
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세부 공간
단위별 회귀계수의 도출의 장점을 살려, 지가 및

GWR 모형에서 공간가중치 행렬은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결정요인의 시간적 공간적 패턴 탐색 등

Exponential, Tricube, Gaussian 등 3가지 방법을

이 이루어져 왔다(강창덕, 2010; 정건섭 외, 2011;

사용하고 있으나, 공간 가중치 행렬의 종류에 따

김혜영･전철민, 2012; 김세형･한혜근, 2014; 홍하

라 모형이 다소 민감하게 변동하는 단점이 있다.

연･이주형, 2015)

여기서,  는  지역에서부터 다른 지역까지의 거
리를 뜻하며,  는 대역폭(Bandwidth)으로 공간

또한 GWR 모형에 시간변화를 포함한 모형
(Geographically

and

Temporally

4) 지리적 가중회귀(Geographically Weighted Regression, GWR) 모형의 기본적인 설명은 이성우 외(2006)의 내용을 따랐다.
5)  가 커지면 동일한 거리에 대한 가중치의 값은 커지며,  가 작아지면 동일한 거리에 대해 가중치의 값은 0에 근접한다.

Weigh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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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GTWR) 개발도 이루어 졌으며, 시간

수 있다.7) 다시 말해, GGAM은 해당주택의 위치

변화를 고려한 모형(GTWR)이 기존 GWR모형

정보인 위도와 경도 변수가 주택가격과 비선형 관

에 비해 설명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를 가지고 있다면 기존모형 보다 효율적인 모형

(Huanga et al., 2010).

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공간측면을 반영하기 위
해 좌표를 도입하되 평활함수를 통한 모형 적합을

4. 지리적 가법모형

통해 순수한 모수적 모형에 비해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의 실제적인 관계를 모형에 포함할 수 있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리적 가법모형

예측에 있어 유용성이 있다.

(Geographically Generalized additive model,
GGAM)은 일반화가법모형(Generalized additive

               

model, GAM)의 공간 응용모형으로 공간계량경
제모형, 지리적 가중회귀모형과는 달리 자료의 좌

평활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은 기존에 활용되고

표를 모형에 직접적으로 포함하는 모형이다

있는 3차 스플라인 보간법8)의 개념을 회귀모형에

(Guszcza, 2011). 여기서, 일반화가법모형(GAM)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시로, 다음의 그림 1

은 일반화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le, GL

과 같이 평활하고자 하는 변수를 7개의 구간

M)6)의 확장 모형으로 일부 연속형 독립변수들이

(knot=8)을 구분할 경우, 우선 각 구간마다 2차

종속변수와 비선형관계가 있을 경우 평활함수

다항식을 적용한 후, 다음으로 각 2차함수간의 매

(smoothing function,   ∙ )를 통해 모형에 포

끄러운 연결을 위해 3차식으로 확장되는 구조로

함된다. 특히, GAM은 종속변수에 대해 정규분포,

적용된다(Wood, 2006).

이항분포, 포아송 분포, 감마 분포 등 다양한 분포
를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허명회, 2014).
                

GGAM의 기본적인 수식형태는 GAM에서 공
간에 해당하는  -좌표,  -좌표 변수에  ∙ 를
적용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좌표에 적

출처: Wood(2006: 124)
<그림 1> 평활함수(3차)의 적용(예)

용된  ∙ 는 평활함수로 다양한 형태로 적용할

6)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 GLM)은 선형회귀모형에서 반응변수의 오차의 분포를 정규분포이외로 확장한 모형으로, 선형모형
의 종속변수를 연결함수(link function)를 통해 일반화시키게 된다.
7) 일반적으로 평활함수는 자연입체스플라인(natural cubic spline)을 사용하며, 자연입체스플라인은 3차 다향식(cubic polynomial)이 서로 결합
되어 만들어지는 곡선으로 평활함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로 3차 다향식이 결합되는 부분을 노트(knots)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노
트의 위치는 평활되는 변수의 구간에 주어진 수에 따라 균등하게 분포된다.
8) 보간법은 수치해석학에서 자료 사이에 있는 값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선형 보간법, 이중 선형 보간법, 포물선 보간법, 다항식 보간법, 스플라인
보간법 등이 있다. 3차 스플라인 보간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4차 이상의 고차 스플라인은 내재된 불안정성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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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M의 추정을 위해서는 회귀스플라인

GAM이 주택분야에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으

(Regression Spline), 적합화(Backfitting), 국지적

나, 환경, 보건, 예방의학 분야에서는 많이 사용되

점수부여(Local Scoring) 등 3개의 방법을 적용할

는 모형 중의 하나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망 및 질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

병발생의 위험도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고 이를

는 회귀스플라인(Regression Spline) 알고리즘을

통해 미래의 추가 사망자수 및 질환자수 예측력을

검토한다.

높이는데 적용되어 왔으며, 모형 구축에 있어서

회귀스플라인(Regression Spline 또는 Spline

독립변수(기온, 대기오염 등)의 시계열적 특성(계

Smoothing) 알고리즘은  에서 연속인 1차 및 2차

절, 순환 등)을 통제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왔다

도함수를 갖는 모든 가능한 회귀함수  의 해를

(Schwartz et al., 1996; Dominici et al., 2002; 김

도출하는 것이다(   ,     ⋯     ).

효미 외, 2012).

여기서,  는 평활함수이며,  개의 노트(knot)

국내 주택분야에서는 변세일 외(2015)에서 실

를 가지는 자연입체스플라인(natural cubic spline)

험적으로 도입되었으며, 해외에서는 GAM 모형

함수이다. 자연입체스플라인은 각 구간에서 3차

을 공간으로 확장한 GGAM을 적용하여 주택가격

다항식이고 각 노트에서 연속이고, 1, 2차 미분계

예측을 위해 사용된 사례(Guszcza, 2011; Seya et

수가 연속이나, 첫 번째 자료와 첫 번째 노트 사이

al., 2011)가 소수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 마지막 노트와 마지막 자료 사이  에

GGAM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방법론에 비해 효

서는 선형9)인 함수이다. 수식은 크게 두 항목으로

율적인 예측력을 실증하고 있다.

구분되는데, 첫 번째 항목은 자료와의 근접성을
측정하는 수식이며, 두 번째 항목은 평활함수의

Ⅲ. 모형추정 및 예측력 비교

곡선의 형태를 결정하는 수식이다.  가 커질수록
곡선의 형태가 완만해지며, 작아질수록 곡선의 형

1. 분석개요

태가 물결모향으로 표현된다. 극단적으로  → ∞
이면, 모든 지점에서 ″    가 되어 선형으로

이 연구에서는 주택의 실제가격과 예측가격을

표현된다.10) 반면에  →  이면,  는 하나의 평활

비교 분석하고, 주택가격 예측에 보다 적합한 모형

함수로 표현이 어려우며 두 개로 구분하여 추정해

을 제안하기 위해 앞서 논의한 최소자승법(모형

야 함을 의미한다(Hastie and Tibshirani, 1990;

1: OLS), 공간시차모형(모형 2: SLM), 공간오차

허명회, 2014).

모형(모형 3: SEM), 지리적 가중회귀모형(모형
4: GWR), 지리적 가법모형(모형 5, 모형 6) 등 총



min 

     



 









 ″ 




6개의 모형을 실증 분석한다. 이 중 SLM(모형 2),
SEM(모형 3)은 공간가중치 행렬이 필요한데, 이

9) GAM에서는 도입되는 는 양 끝 극단값에서의 과적합(overfitting)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끝단에서는
선형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0) ″   는 2계 도함수가 0이라는 것으로, 곡선의 기울기의 변화량이 0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곡선의 기울기(′ )가 변하
지 않고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형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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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의 공간가중치 행렬은 좌표를 이용한 단

2. 분석 결과 및 예측력 비교

지간의 거리를 이용하여    으로 적용하였
으며, 횡단표준화를 통해 모형에 적용하도록 한다.

본 절에서는 다양한 주택가격 추정모형의 예측

또한 GWR 모형(모형 4)은 가중치 행렬로 일반적

력 비교를 위해 2014년 기준 서울시 아파트 1,991

으로 사용되는 Gaussian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한

개 건물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을 종속변수로 주택

다. 다만 앞서 지적하였듯이 회귀계수 분포가 부

가격모형을 추정하도록 한다. 여기서, 주택가격은

호가 달라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역폭

한국감정원의 시세자료 중 아파트 매매가격을 기

(Bandwidth)을 조정하여 접근한다. 마지막으로

준으로 구축하였으며, 공간특성을 위한 거리는 서

GGAM은 좌표만 평활함수를 적용할 경우(모형

울시 연속지적도를 통해 도출하였고 공간 가변수

5: GGAM1)와 좌표와 모든 연속형 변수를 평활

로 모든 모형에서 동일하게 포함하였다. 종속변수

화한 경우(모형 6: GGAM2)로 구분하여 접근하

는 주택당 평균가격으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아파

도록 하며, 평활함수는 자연입체스플라인(natural

트 매매가격은 평형대에 따라 평균 평당 매매가격

cubic spline) 함수를 적용한다.

이 다르게 나타남을 모형에 포함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모형별 추정결과의 합리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매매가격이 영향을 미치

비교를 위해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모든

는 지를 보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수에 평

모형이 추정 가능한 R-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균평형을 포함하였다.13)

모형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상호 비교한다.11)

이 연구에서 주택가격 추정모형의 기본적인 함

그리고 모형의 예측 결과를 동일한 개념 하에

수형태는 종속 및 독립변수에 로그치환을 하지 않

직접 비교하기 위해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은 형태로 적용하였다. 그 이유는 로그치환을 하

Square Error, RMSE)를 이용하였다.12) 여기서,

게 되면 대체로 모형의 설명력이 좋아지는 점은

RMSE는 수치가 작을수록 모형의 예측력이 높다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비선형성을 가정하는 지리


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주택의 실제가격, 

적 가법모형과의 결과를 직관적으로 비교하는 것

는 예측가격, 그리고  은 분석 자료수이다.

이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독립변수들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로그치환을 하지 않은

 


   
 






 

모형이 회귀계수 간 결과를 비교 해석하기에 편하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속변수에 로그

11) 공간계량경제모형은 ArcGIS, Geoda, matlab, SAS, R-program 등에서 추정가능하며, GWR모형은 ArcGIS, matlab, R-program 등에서,
GGAM은 R-program을 통해 모형을 구현할 수 있다. R-program은 무료이며, 오픈소스, 강력한 분석 기능과 확장성 때문에 공간계량모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12)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 또는 평균 제곱근 편차(Root Mean Square Deviation, RMSD)는 추정 값 또는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환경에서 관찰되는 값의 차이를 다룰 때 흔히 사용하는 측도로 정밀도(precision)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며, 각각의 차이값은
잔차(residual)라고도 하며, 평균 제곱근 편차는 잔차들을 하나의 측도로 종합할 때 사용된다.
13) 주택가격모형의 종속변수는 평균주택가격 혹은 평균단위(㎡, 평)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특성가격모형의 정의상 제품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면 주택의 크기인 평균평형은 제품의 특성(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독립적으로 평균평형을 포함할 경우, 평균평형의 크기가 매매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는지 검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향후 신규
개발될 주택가격 예측을 위해서도 평균평형을 독립변수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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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환을 한 준로그와 종속 및 독립변수에 로그치환

귀계수를 추정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간계

을 한 더블로그 모형에 대한 예측력은 추가적으로

량경제모형(모형 2: SLM, 모형 3: SEM)과

비교한다.

GGAM (모형 5)의 경우는 공간의 자기상관 및 비

다음 <표 1>은 6개 주택가격모형의 추정결과14)

선형 구조를 변수로 직접 포함한 결과로 OLS(모

이며, 추정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주택가

형 1)에 비해 대부분의 회귀계수가 작게 나타나고

격 결정요인 회귀계수의 크기차이는 있으나, 방향

있다. 이는 박헌수 외(2003)에서 지적하였듯이 공

성에서는 대부분 일치되고 있으며 기존 연구결과

간효과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OLS의 추정치가

와 맥을 같이 한다.

상향추정(over estimation) 될 수 있다는 것과 맥

우선 변수별 특성을 보면, 단지(건물)특성에서

을 같이 한다.

는 평균평형이 높을수록, 단지규모15)가 클수록,

다음으로 모형별 특성을 보면, 공간계량경제모

층수가 높을수록 주택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형(모형 2: SLM, 모형 3: SEM)의 공간자기상관

나며, 난방방식이 개별난방인 경우 주택가격을 낮

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재건축 특성을 반

주택가격에 있어 공간자기상관은 유효한 결정요인

영하기 위해 건설기간과 건설기간의 제곱항을 포

임을 알 수 있다. 다만 AIC 기준으로 SEM(모형3)

함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보면 건축연도가 오래될

이 SLM(모형 2)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어, 모형의

수록 주택가격을 낮추나, 어느 시점 이후에는 재

적합도는 높다. 하지만 SEM(모형 3)은 SLM(모

건축 가능성이 높아져 주택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형 2)에 비해 결정요인들의 통계적 유의수준이 떨

분석되었다. 공간특성에서는 지하철역입구, 하천

어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서, SLM(모형 2)

경계, 백화점, 학교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주택가

는 공간자기상관 구조를 독립변수에 직접적으로

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종합병원,

반영한데 비해, SEM(모형 3)은 오차항에 공간자

여관 등은 해당용도의 특성으로 인해 이와 가까울

기상관 구조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추정시 다른 결

수록 주택가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무

정요인의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도에 영향을 크

엇보다도 주택가격은 지역특성에 의해 큰 차이를

게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GWR(모형

보이며, 이는 모든 모형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4)는 분석에서 사용된 1,991개 건물별 회귀계수가

다만 모형별로 회귀계수의 크기는 상이하게 나

도출되기 때문에 각 변수별로 회귀계수의 분포

타나고 있다. 우선 OLS(모형 1)과 GWR(모형 4)

(최소, 평균, 최대)로 표현하였으나, 각 개별회귀

의 회귀계수는 크기 및 순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계수의 유의수준이 제공되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

있다. 이는 GWR(모형 4)의 경우 공간의 도입 목

은 검정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적이 모형의 예측력 향상이 아니라 세부지역의 회

GGAM은 전술하였듯이 좌표만 평활함수를 적용

14) 모형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모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이한 변수를 적용하는 것 보다 동일한 변수를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이 보다 합리
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변수를 포함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15) 이 연구에서의 단지규모는 세대수가 아닌 단지총동수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단지의 물리적 규모를 표현하는데 세대수 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층수를 추가적으로 독립변수로 포함하였기 때문에 단지의 부피개념인 세대수의 특성을 포함한다.
16) 이 연구에서 공간특성을 위한 거리는 서울시 연속지적도를 통해 도출하였기 때문에 해당부지가 병원 혹은 여관으로 구분된 경우를 기준으로
거리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업시설 또는 오피스텔에 있는 소규모 개인병원과 여관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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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모형 5: GGAM1)와 좌표와 모든 연속형

형 6(GGAM2)의 경우는 좌표를 포함한 모든 연

변수를 평활화한 경우(모형 6: GGAM2)로 구분하

속형 변수를 비선형 구조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주

였으며, 설명력 기준으로 볼 경우 모형 6(GGAM2)

요 결정요인의 직접적인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이 모형 5(GGAM1)보다 적합도가 높다. 다만 모

있다.

<표 1> 모형별 추정결과(종속변수: 2014년 기준 서울시 아파트 건물별 평균 주택매매가격; 단위: 만 원)
구분

변수내용

평균평형(평형)

2,045.6

단지총동수(건물)

423.1

412.4

-7,728.1

공간자기
상관

평활함수

설명력
예측력

모형 4 GWR

모형 3
SEM

최소

평균

최대

모형 5
GGAM1

모형 6
GGAM2
43,959.6

3,919.4

-9,319.0

-8,762.0

-7,503.0

1,451.4

1,898.2

2,012.0

2,075.0

2,123.0

1,963.1

396.9

415.6

425.4

434.9

447.9

건설회사더미

2,597.7

764.0

524.9

2,435.0

2,640.0

2,785.0

921.7

1,386.5

난방(개별)더미

-3,949.7

-2,988.6

-2,209.1

-4,345.0

-4,044.0

-3,705.0

-3,799.0

-2,015.6

층수(층)

261.6

53.9

62.8

243.1

259.6

286.3

101.2

건설기간(연)

-3,090.5

-2,261.0

-2,577.8

-3,160.0

-3,071.0

-2,988.0

-2,842.8

건설기간제곱(연)

78.5

53.7

60.9

75.6

78.0

80.6

68.8

39,276.0

11,575.5

31,748.4

38,173.0

39,146.0

40,372.0

37,384.9

지하철입구거리

5,012.4

2,016.4

1,771.9

4,693.0

4,957.0

5,211.0

2,051.9

2,299.0

하천경계거리

1,068.0

1,092.8

43.2

835.0

1,245.0

1,614.0

2,411.5

2,708.1

백화점거리

3,808.9

2,363.6

2,192.5

3,420.0

3,927.0

4,370.0

4,641.7

3,858.0

지역특성더미(강남,서초)
공간특성
(500m
반경
더미)

모형 2
SLM
-28,092.
3
1,840.7

상수항

단지
(건물)
특성

모형 1
OLS

35,403.3

종합병원거리

-871.7

-2,036.1

-1,566.9

-1,763.2

-923.2

-48.2

-2,346.0

-1,874.8

여관거리

-1,711.0

-1,402.3

-922.0

-1,775.0

-1,657.0

-1,548.0

-2,822.1

-2,668.9

학교거리

3,394.2

2,346.1

1,369.3

3,189.0

3,402.0

3,602.0

174.2

-663.8

공간종속()

0.652

공간오차( )

0.953

평활(평균평형)

18.5

평활(단지총동수)

12.7

평활(층수)

18.9

평활(건설기간)

15.4

평활(x-좌표)

55.1

60.1

평활(y-좌표)

10.3

11.3

42,552.5

41,989.6

0.869

0.904

10,161.9

8,532.3

AIC

42,302.0

Adj R-square

0.824

RMSE

11,984.3

42,282.0
0.823

9,616.5

9,193.4

0.830
11,836.8

0.836

주: 1. 모형 1은 최소자승법모형, 모형 2는 공간시차모형, 모형 3은 공간오차모형, 모형 4는 지리적 가중회귀모형, 모형 5는
좌표만 평활화한 지리적 가법모형, 모형 6은 모든 연속형 변수를 평활화한 지리적 가법모형이다.
2. 음영은 유의수준 90%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GWR모형의 경우 개별회귀계수의 유의수
준이 제공되지 않아 표시하지 못하였다.
3. 평활함수의 결과는 회귀계수가 아닌 평활항(smooth term)이 0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설 검정 내용이며, 따라서
평활항(smooth term)은 비선형식으로 직접적인 회귀계수와 같은 설명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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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안점인 모형의 예측력은 기본적으
로 설명력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모
형의 특성상 설명력을 위한 기준(AIC, Adj
R-square)이 상이하게 제공되고 있어 일관된 비
교는 어렵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모든 주택가격
추정모형의 예측력은 RMSE를 기준으로 비교하
였다. 여기서, RMSE는 값이 작을수록 예측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모형별 RMSE 비교(단위: 만 원)

OLS(모형 1)의 RMSE 대비 각 모형별 RMSE
비율을 보면, 좌표를 포함한 모든 연속형 변수에

다음 <표 2>는 주택가격 모형의 함수형태에 따

평활함수를 적용한 GGAM2(모형 6)이 OLS(모형

른 RMSE 비교 결과이다. 여기서, 함수형태는 종

1)에 비해 28.8%정도 예측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속변수에 로그치환을 한 준로그 모형과 종속변수

나타나 주택가격 예측에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인

및 연속형 독립변수에 로그치환을 한 더블로그 모

모형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변세일 외

형 등 2가지이며, 앞서 분석한 동일한 변수군을 대

(2015)의 2014년 한국감정원 시세 자료를 활용한

상으로 추정, RMSE를 도출하였다.

대구시 아파트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와

두 함수형태 모두 앞서 분석한 결과와 동일한

같이 좌표 및 연속형 변수를 평활화한 GGAM모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형별로 전반

형의 예측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이 예측력은 높아졌는데 이는 로그치환을 함으

다음으로 공간자기상관을 고려한 SEM(모형

로서 연속형 변수에 일종의 비선형선을 감안하였

3)과 SLM(모형 2)의 예측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수형태에 따라

는데, 이는 서울시 주택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공

모형별 예측력의 순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간의 비선형적인 관계보다는 공간자기상관 관계

연구의 결과가 함수형태에 민감하지 않다는 것을

가 유용한 결정요인인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

의미한다.

다. 이는 좌표만 비선형 구조를 적용한 GGAM1

<표 2> 함수형태별 모형별 RMSE 비교

(모형 5)의 경우, 공간계량경제모형에 비해 상대
적으로 예측력이 높지 않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다

준로그(종속)
구분

RMSE

OLS
대비 비중

RMSE

OLS
대비 비중

모형 1

0.210

100.0%

0.226

100.0%

모형 2

0.145

68.9%

0.146

64.5%

모형 3

0.131

62.1%

0.131

58.1%

만 SEM(모형 3)의 경우는 결정요인들의 통계적
유의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17).
GWR(모형 4)의 경우는 OLS(모형 1)와 비슷
한 예측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 연

더블로그

모형 4

0.208

98.8%

0.220

97.6%

구에서 사용된 1,991개 건물의 회귀계수를 각각

모형 5

0.152

72.1%

0.154

68.2%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모형 6

0.130

61.7%

0.130

57.6%

17) 모형 3(SEM)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제거한 RMSE는 9,203.0로 나타나 모형별 순위에는 변동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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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분석된 결과를 이용하여 서울시 공

GWR 모형은 공간단위별로 각 회귀계수를 추

간단위별 예측력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간의 이질성 탐

간단위별로 예측력이 우수한 모형을 검토할 수 있

색에 있어서는 유용하다. 하지만 공간계량경제모

다. 다음의 <표 3>은 서울시 건물, 동과 구을 기준

형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방법의 가중치를 선정하

으로 모형별로 오차가 가장 작은 모형의 수를 표

는가에 따라 분석 결과가 민감해 진다는 점과 각

현한 것이다. 공간단위가 넓어질수록 공간계량경

공간단위별 회귀계수가 도출되나 회귀계수의 분

제모형과 지리적 가법모형의 예측력이 높아지는

포 해석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공간단위를 세분화할수록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최적모형의 경우, 특정 회

다른 모형의 예측력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계수의 개별 값의 분포가 부(-)에서 정(+)으로
나타나게 되며, 직접적인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을

<표 3> 공간단위별 예측력 우수모형 및 비중(단위: %)
구분

건물기준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대역폭(Bandwidth) 등

행정동 평균

행정구 평균

의 조정을 통해 개별 회귀계수의 부호문제는 해결
이 가능하나 예측력은 떨어지게 된다.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모형1

171

8.6

8

4.1

-

-

모형2

415

20.8

39

20.2

3

12.0

모형3

424

21.3

42

21.8

10

40.0

모형4

129

6.5

9

4.7

-

-

있기 때문에 모형의 여타 모형보다 예측력은 높고

모형5

262

13.2

10

5.2

-

-

비선형성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유용하

GGAM의 장점으로는 설명변수들의 비선형관
계를 검정･ 포함하여 평활함수를 통해 접목하고

모형6

590

29.6

85

44.0

12

48.0

다. 또한 GGAM은 보간법의 개념을 적용한 모형

계

1991

100.0

193

100.0

25

100.0

이기 때문에 세부 공간단위별로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GGAM에서 적용하는 평활함수에서 비선형

3. 모형별 장단점 비교

관계를 포함하는데 있어 각 구간마다 3차 함수가
적용되고 있어 회귀계수의 직접적인 해석은 어렵

전술한 모형들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면 다음

다는 단점이 있다.

과 같다.
공간계량경제모형의 장점으로는 공간계량경제
모형은 계량경제학의 접근법을 그대로 받아드리
되, 공간문제가 야기하는 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
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상 논리적 접근은 우수하고
공간적 외부성(Spatial spillover)를 파악 및 검정
하는데 있어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

<표 4> 모형별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공간계량
경제모형

∙공간외부성 파악
∙방법론상 논리성
우수

∙공간가중치행렬
설정

GWR
모형

∙공간이질성 탐색
∙공간단위별 회귀
계수 도출

∙가중치 방법 설정
∙개별회귀계수의
상이한 부호분포

GGAM

∙연속형 변수의 비
선형성 포함
∙예측력 우수
∙신규 공간단위별
예측 가능

∙연속형 평활함수
의 직접적 해석
문제

공간가중치 행렬은 모형 추정에 앞서 선행되어 결
정되어야 하고, 다양하게 작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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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증분석을 통해 서울시 주택가격 예측

상관구조가 더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 있어서는 공간계량경제모형과 더불어 지리적

하지만 변세일 외(2015)에서 2012년 주거실태조

가법모형의 예측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주택가격을 추정한 결

함수형태별(<표 2> 참조), 공간단위별(<표 3> 참

과와 Seya et al.(2011)에서 일본 도쿄지역을 대상

조)로 볼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다만 공

으로 주택가격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좌표만 평

간단위에 따라 모형별 예측력의 차이도 보이고 있

활화한 GGAM 모형(모형 5)이 공간계량경제모

다는 점은 특정지역의 주택가격추정시에는 지역별

형보다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로 적합한 모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 이는 공간자기상관보다 공간비선형구조를 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모형별 예측력은

려할 경우 더 예측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도 있

공간계량경제모형과 지리적 가법모형이 높게 나

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타나고 있어, 서울시 주택가격의 예측력을 더욱

따라서 이 연구와 기존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감

높이기 위해서는 공간자기상관 구조와 연속형 변

안해 볼 때 주택가격모형에서 공간계량모형을 적

수의 비선형 구조를 동시에 반영한 모형의 개발이

용할 경우, 공간자기상관뿐만 아니라 공간의 비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형 구조를 반영하는 것 또한 모형의 예측력을 높
이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이 연구에서 제안한 지리적 가법모형은 두 가
지의 장점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4년 기준 서울시 아파트

첫째, 종속변수에 대해 정규분포, 이항분포, 포

1,991개 건물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을 대상으로 최

아송 분포, 감마 분포 등 다양한 분포를 적용할 수

소자승법(OLS), 공간시차모형(SLM), 공간오차

있기 때문에, 공간계량경제모형보다는 다양한 연

모형(SEM), 지리적 가중회귀(GWR)모형, 지리

구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리적 가법모형이

적 가법모형(GGAM) 등 다양한 주택가격 추정모

주택가격 예측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만, 비선형

형의 예측력을 평균 제곱근 오차(RMSE)을 통해

구조를 반영한 수학적 접근법의 한계로 인해 연속

비교하였다. 이 중 좌표와 연속형 독립변수에 비

형 변수의 개별 회귀계수 해석은 어렵다는 단점이

선형 구조를 적용한 모형(GGAM2)이 가장 예측

있다. 이는 지리적 가법모형이 변수의 해석 보다

력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간자기상관을 고려한

는 보다 적합한 모형을 추정하기 위한 수학적인

공간오차모형(SEM), 공간시차모형(SLM)의 순

접근법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으로 분석되었다.

비해 공간계량경제학은 전통적인 계량경제학 체

다만 좌표만을 대상으로 비선형 구조를 반영한

계 하에서 개발이 된 방법론이기 때문에 개별 회

모형(GGAM1)의 경우는 공간자기상관을 고려한

귀계수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

공간계량경제모형(SLM, SEM)에 비해 예측력이

리적 가법모형보다는 공간시차모형 및 공간오차

낮게 나타났다. 이는 주택가격모형에서 공간을 고

모형 등 공간계량경제모형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려할 때는 공간의 비선형구조보다는 공간의 자기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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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연구에서 제안한 지리적 가법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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