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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아파트 매매가 활발히 일어나는 서울시내 64개 행정동들에 대해 아파트 전용면적

별 실거래 매매가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에 있어서 각 행정동의 실거래가에 대

한 정보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실거래가의 평균 뿐만 아니라 그 분포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전통적

인 형태의 데이터를 히스토그램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분석을 하였다. 히스토그램 데이터는 심볼

릭 데이터의 한 종류이고, 심볼릭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구간, 목록, 히스토그램, 분포, 모형 등과 같이

데이터 자체가 내부적인 변동을 갖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포함한다. 이러한 각 행정동들의 내부적

인 매매가의 변동을 고려한 군집분석의 결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그에 인접한 행정동들이 상대

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매매가도 높았고 실거래가의 분포도 훨씬 더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

으로 도심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교육환경이 우수한 지역과 강북의 뉴타운 지역이 상대적으로 주변지

역보다더높고넓은매매가분포를보이는것으로분석되었다.

주요용어: 군집분석, 심볼릭히스토그램데이터, 아파트실거래가.

1. 서론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써 우리는 의식주를 이야기한다. 이

중에서 한국인들이 정서상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주거에 대한 부분이고, 가장 비용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부분 또한 주거이다. 오늘날 아파트는 한국인의 여러 주거공간 중에서 가장 인기있고 일반적인 주

거의 한 형태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아파트는 한국인들에게 재산증식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인식

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소유자나 미래의 아파트 구매자들, 즉, 매매에 당장 관심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파트의 지역과 그에 대응하는 실거래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다. Lim (2014)는 아파트

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대한 예측 문제를 다루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안에서 아파트 매

매가 활발히 일어나는 행정동들을 중심으로 그 행정동에 속한 아파트들이 전용면적별로 어떠한 형태의

매매가 분포를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행정동들이 비슷한 매매가의 분포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볼릭

데이터 (symbolic data) 기법을 이용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미래구매자에게지역에대한유용한정보를제공할것으로기대한다.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rt.molit.go.kr/)에 나와있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모든 매매에 대한 아파트 실거래가를 이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의

250여개의 행정동 중에서 조사기간인 2년 동안 1,000건 이상의 매매가 발생한 64개의 행정동을 군집분

석의 대상으로 고려하였고 그 행정동들은 Table 1.1에 나와있다. 대상이 되는 행정동들에 대해 조사기

간동안총 112,029건의매매가발생하였다.

1 (110-745)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조교수. E-mail: jaejik@skku.edu



1240 Jaejik Kim

Table 1.1 64 administrative regions in Seoul for the cluster analysis

Gu Dong

Gangnam Gaepo, Daechi, Dogok, Samseong, Yeoksam

Gangdong Gil, Dunchon, Myeongil, Amsa

Gangbuk Mia

Gangseo Gayang, Naebalsan, Deungchon, Banghwa, Yeomchang, Hwagok

Gwanak Bongcheon, Sillim

Gwangjin Gwangjang, Jayang

Guro Gocheok, Gaebong, Guro, Sindorim

Geumcheon Siheung

Nowon Gongneung, Sanggye, Wolgye, Junggye, Hagye

Dongbong Dobong, Banghak, Ssangmun, Chang

Dongdaemun Dapsimni, Jangan

Dongjak Sangdo, Sadang

Seodaemun Hongje

Seocho Banpo, Bangbae, Seocho, Jamwon

Seongdong Geumho, Seongsu, Haengdang

Seongbuk Gireum, Donam, Jeongneung, Jongam, Hawolgok

Songpa Garak, Sincheon, Jamsil

Yangcheon Mok, Sinwol, Sinjeong

Yeongdeungpo Dangsan, Singil, Yangpyeong

Eunpyeong Bulgwang

Jung Sindang

Jungnang Myeonmok, Sinnae

이렇게수집된아파트실거래매매가자료에대해본논문에서는심볼릭히스토그램데이터기법을사

용하여분석하려고한다. 심볼릭데이터에대해간단히설명하자면, 예를들어, 우리가자료를분석하고

자 할 때 개개의 관찰값에 관심있기 보다는 그 관찰값들의 그룹들에 관심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보통 우리는 각 그룹의 관찰값들의 평균 만을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이는 각 그룹 내부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잃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서 만일 우리가 평균과 같은 각 그룹의 대표값을 사용하는

대신 그 그룹에 해당하는 구간 (interval), 히스토그램 (histogram), 통계 테이블 등을 사용한다면, 우리

는 그러한 정보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간이나 히스토그램, 통계 테이블 등과 같은 형

태의자료를심볼릭데이터 (symbolic data) 라고하고이는 Diday (1989)에의해처음소개되었다. 고

전적인데이터가 p- 차원의실수공간에서하나의점으로써표현이된다면심볼릭데이터는 p-차원의공

간에서 고차원 큐브 (hypercube)들이나 분포들의 Cartesian 곱으로써 표현될 수 있다 (심볼릭 데이터

에대한더자세한내용은 Bock과 Diday (2000)과 Billard 와 Diday (2006)참조).

본 논문에서는 112,029건의 개개의 아파트 매매건수에 집중하기 보다는 64개 행정동들에 관심이 있

으므로 각 행정동에 대해 전용면적별로 매매가에 대한 원자료를 히스토그램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

아파트의 전용면적별로 아파트의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Table 1.2에 나와있는 전용면적에 대한

3개의 변수별로 매매가에 대한 분포를 히스토그램 데이터로 만들었다. 즉, 112,029건의 원자료가 64개

의 히스토그램 관찰값과 3개의 히스토그램 값을 갖는 변수로 변환되었다. 이렇게 변환된 히스토그램 변

수를 이용하여 전용면적들에 대해 비슷한 매매가의 분포를 보이는 행정동들을 Kim (2009)와 Brito와

Chavent (2012)에 의해 소개된 히스토그램 데이터에 대한 계층 분할적 군집 방법 (hierarchical divi-

sive clustering method)을 이용하여 찾아내려고 한다. 계층적 군집분석은 자료의 구조를 파악하고 탐

색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특히 Woo 등 (2014)에서와 같이 유전자에 대한 마이크로어레이 (microar-

ray)나 시퀀싱 (sequencing)자료에서 유전자 간의 관계와 구조를 탐색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분할적 방법은 병합적 방법과 달리 초기 단계에서 대상이 잘못 분류될 가능성 더

낮은 방법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절에서 심볼릭 히스토그램 데이터와 그러한 데이터를 분류하는 계층

분할적군집방법을소개하고, 서울시아파트실거래매매가에대한분석결과가 3절에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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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Symbolic histogram variable for the analysis

Variable Meaning of each variable

X1 Sales price for an apartment with exclusive area less than 80m2 (small size)

X2 Sales price for an apartment with exclusive area between 80m2 and 100m2 (medium size)

X3 Sales price for an apartment with exclusive area more than 100m2 (large size)

2. 심볼릭 히스토그램 데이터를 이용한 계층 분할적 군집분석

이 절에서는 Kim (2009)과 Brito와 Chavent (2012)에 의해 소개된 히스토그램 데이터에 대한 계층

분할적 군집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우선 Ω = {x1, . . . ,xn}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n개

의 히스토그램 관찰값들에 대한 집합이라고 정의하자. 그리고, 각 히스토그램 관찰값 xi = {xij , j =

1, . . . , p}는 p개의 히스토그램 변수 {X1, . . . , Xp}로 구성되어있다고 하자. j번째 히스토그램 변수의

i번째 관찰값 xij =
(
[ajk, aj,k+1), pijk, k = 1, . . . , vj

)
, i = 1, . . . , n, j = 1, . . . , p 이고, 여기서

[ajk, aj,k+1)은 히스토그램의 연속적인 구간이고 vj는 변수 Xj에 대한 히스토그램의 구간의 개수를 나

타낸다. 또한, pijk는 각 히스토그램 구간에 대응하는 상대도수 또는 가중값이고,
∑vj

k=1 pijk = 1이다.

일반적으로 히스토그램 데이터의 구간들은 각 관찰값들에 대해 다르지만, 히스토그램의 각 구간에 대해

자료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각각의 히스토그램 관찰값들은 모두 동일한 구간들을 갖

도록 변환될 수 있다 (Kim과 Billard, 2013). 따라서, 본 논문에서 모든 히스토그램 관찰값들이 똑같은

히스토그램 구간들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즉, 히스토그램 구간 [ajk, aj,k+1)는 모든 i = 1, . . . , n에 대해

동일하다).

계층 분할적 군집분석은 모든 n개의 관찰값부터 시작해서 각 단계에서 하나의 군집을 두 개의 군집

으로 분할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개개의 관찰값부터 시작해서 아래에서

위로 합쳐지는 군집분석 방식 (agglomerative clustering) 보다는 속도가 느리지만 초기 단계에서 잘못

군집될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Kim (2009)과 Brito와 Chavent (2012)는 supervised

learning 방법인 분류와 회귀나무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CART) 모형을 이용하여 히스

토그램 데이터에 대한 군집분석을 개발하였다. 군집분석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위해 r번째 단계에서

의 분할 (partition)은 Pr = {Cr
u, u = 1, . . . , r}로 정의되고, 여기서 Cr

u은 r번째 분할에 속하는 군집

들이다. 분할적 군집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r + 1)번째 단계에서 분할 Pr에 속한 하나의 군집 Cr
u이

두 개의 군집 Cr
u,1과 Cr

u,2로 나누어진다 (즉, Pr+1 =
(
Pr ∪ {Cr

u,1, C
r
u,2)}

)
− {Cr

u}). 각 단계에서 군
집분석 알고리즘은 총 군집내 변동을 최소화하는 나누어질 군집 Cr

u과 그 군집이 나누어져서 이루어진

{Cr
u,1, C

r
u,2)}를찾는다. r번째분할에대한총군집내변동 W (Pr)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정의 2.1 r번째분할 Pr = {Cr
u, u = 1, . . . , r}에대해총군집내변동 W (Pr)은다음과같다:

W (Pr) =

r∑
u=1

I(Cr
u), (2.1)

여기서 I(Cr
u)는군집 Cr

u에대한군집내변동으로군집 Cr
u = {x1, . . . ,xnu}에대해다음과같다:

I(Cr
u) =

1

nu

nu∑
i1=1

∑
i1<i2

D2(xi1 ,xi2), (2.2)

여기서 D2(xi1 ,xi2)는 두 히스토그램 관찰값 xi1과 xi2간의 거리 또는 비유사성 척도에 제곱한 값이고,

nu는군집 Cu에있는관찰값의개수이다.

따라서, 총 군집내 변동은 각 군집 안에 있는 모든 관찰값들의 쌍에 대한 거리의 제곱합으로 정의된

다. 이를 통해 군집들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고 알고리즘은 각 단계에서 이 군집들의 총 크기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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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Cr
u와 {Cr

u,1, C
r
u,2)}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CART의 검색 방법을이용한다. 예를

들어, 히스토그램 변수가 2개 (X1, X2)가 있고 히스토그램 관찰값이 3개 (Ω = {x1, . . . ,x3})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먼저각변수에대한히스토그램관찰값들의평균을 (2.3)에의해구한다.

정의 2.2 변수 Xj에대한히스토그램관찰값 xij의평균 Mij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Mij =

vj∑
k=1

(ajk + aj,k+1

2

)
pijk, i = 1, . . . , n, j = 1, . . . , p. (2.3)

변수 X1에 대해 히스토그램 관찰값들을 평균의 크기순으로 정렬한 결과를 {x1
(1),x

1
(2), x1

(3)}라고
하면 우리는 관찰값들의 순서를 이용하여 다음의 2개의 분할

(
{x1

(1)}, {x1
(2),x

1
(3)}

)
와

(
{x1

(1),x
1
(2)},

{x1
(3)}

)
를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변수 X2에 대한 관찰값들의 평균에 의해 정렬된 순서를 이용하여

또 다른 2개의 분할을 얻을 수 있고 이 총 4개의 분할 각각에 대해 식 (2.1)를 이용하여 총 군집내 변동

을 계산할 수 있다. 이 4개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총 군집내 변동값에 해당하는 분할을 사용하여 최종

적으로군집을구할수있고, 각단계에서이과정을반복함으로써군집분석을수행할수있다.

이 방법은 CART와 마찬가지로 군집분석의 각 단계에 대해 군집을 나누는데 사용된 변수와 군집이

나누어지는 경계점을 제시함으로써 군집결과에 대한 해석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 위의 예로 부터 만

일 가장 작은 총 군집내 변동값을 주는 분할이 변수 X2에 의해 정렬된 분할
(
{x2

(1),x
2
(2)}, {x2

(3)}
)
에서

발생했다면, 경계점은 나누어진 군집의 경계선이 지나가는 두 관찰값 x2
(2)와 x2

(3)의 X2 변수에 대한 평

균에 의해 구해진다. 이때 변수 Xj에 대한 두 히스토그램 xi1j와 xi2j의 평균 M(i1,i2),j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M(i1,i2),j =

vj∑
k=1

(ajk + aj,k+1

2

)
p∗(i1,i2),jk, (2.4)

여기서 p∗(i1,i2),jk = p(i1,i2),jk/
∑vj

k=1 p(i1,i2),jk이고, p(i1,i2),jk = max{pi1jk, pi2,jk}, k = 1, . . . , vj이

다. 식 (2.4)를이용하여각단계에서군집이분할되는경계점을알수있고, 경계점과그에대응하는변

수를통해군집의구조에대한이해와해석이용이해진다.

3. 분석결과

계층적 군집분석에서는 두 대상 간의 거리 또는 비/유사성을 측정하는 척도가 필수적이며, 지금까

지 다양한 히스토그램 데이터에 대한 거리 또는 비유사성 척도가 개발되어왔다 (Kim과 Billard, 2013;

Cha와 Srihari, 2002; Irpino와 Verde, 2006; Strelkov, 2008 등).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히스토그램 데

이터에 대한 다양한 거리 척도 중에서 Kim (2013)에서 제안된 누적분포함수 거리 척도 (CDF distance

measure)를사용하여분석하였다.

Figure 3.1은 2절에서 소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군집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조사대상인 64개의

모든 행정동들에 대해 실시한 첫번째 분할은 변수 X1에서 찾아졌으며, 42,956만원인 평균에서 나누어

졌다. 이것은 첫번째 분할의 왼쪽에 속한 행정동들 내의 전용면적 80m2이하인 아파트들의 평균 실거래

가가 42,956만원보다작다는것을의미하고, Table 3.1에보이는군집1과 2에속하는행정동들이이그

룹에 속한다. 반대로 오른쪽에 속한 행정동들은 소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42,956만원 이상이라는 것

을 뜻하고, 군집3과 4가 이 그룹에 해당된다. 두번째 분할 역시 소형 아파트에 해당하는 변수 X1에서

이루어졌으며분할의 경계점은 31,068만원이었다. 즉, Table 3.1의군집1의행정동들의소형 아파트 평

균가격이 그 경계점보다 낮았으며 군집2는 그것 보다 높았다. 세번째 분할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

트의 가격이 높았던 군집3과 4가 중형 아파트 가격 (X2)에 의해 73,440만원인 평균을 경계로 나누어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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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42,956

31,068 

73,440

Figure 3.1 Dendrogram for administrative regions in Seoul by apartment sale price

Table 3.1 Clusters for administrative regions

Cluster Dong

Cluster 1

Gayang, Gaebong, Gocheok, Gongneung, Guro, Gil, Dapsimni, Dobong, Donam, Deungchon,

Myeonmok, Mia, Banghak, Banghwa, Bongcheon, Sanggyhe, Siheung, Singil, Sinnae,

Sillim, Sinwol, Ssangmun, Yangpyeong, Yeomchang, Wolgye, Jangan, Jeongneung, Junggye,

Chang, Hagye, Hawolgok, Hongje, Hwagok

Cluster 2
Geumho, Gireum, Naebalsan, Dangsan, Myeongil, Bulgwang, Sadang, Sangdo, Seongsu,

Sindang, Sindorim, Sinjeong, Amsa, Jayang, Jongam, Haengdang

Cluster 3 Garak, Gwangjang, Dunchon, Mok, Bangbae, Seocho

Cluster 4 Gaepo, Daechi, Dogok, Banpo, Samseong, Sincheon, Yeoksam, Jamsil, Jamwon

 

 

Figure 3.2 Distributions of apartment sale price of administrative regions for each variable

(left-above panel: X1; right-above panel: X2; left-below panel: 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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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에서 보듯이 군집1은 소형, 중형, 대형 아파트들 모두에 대해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실거

래 매매가의 분포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전용면적별로 상대적으로 작은 분산을 가지고 있다. 군집2는

군집1과 비슷한 분산의 정도를 보이지만 그 중심이 군집1 보다 소형, 중형, 대행 아파트 모두에 대해 약

간 더 높다. 군집3은 군집1과 2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평균 매매가와 더 넓게 퍼진 분포를 가지고

있다. 군집4는 군집1, 2, 3에 비해 훨씬 더 높은 평균과 큰 분산을 갖는 매매가의 분포를 보여준다. 이

군집들의 지리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소형, 중형, 대형 아파트 모두에서 제일 높고 넓은 매매가의 분포를

보인 군집4에 해당하는 행정동들은 강남3구라고 불리우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속하는 동들이었

다. 강남구에 속한 5개의 모든 행정동들이 이 군집에 속했으며 서초구, 송파구에 속한 행정동들 중에서

는 도심과 한강에 가까운 반포, 잠원, 잠실, 신천동이 이 그룹에 해당되었다. 군집3의 경우에는 강남3구

이거나 강남3구에 인접한 강동구와 광진구에 위치한 일부 행정동들이 속했다. 강남3구에서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군집3에 해당하는 유일한 행정동은 양천구의 목동이었고, 목동은 전통적으로 학

원가가 발달하여 주변보다 매매가가 더 높다고 해석될 수 있다. 군집2에 해당되는 지역은 군집1에 비해

상대적으로도심과한강에더가까운지역들과최근에개발된은평과길음과같은강북의뉴타운지역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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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Distributions of standard deviation of administrative regions for each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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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Distributions of sale price per m2 for each cluster

Figure 3.3은 각 변수들에 대한 각 군집들 내의 행정동들의 매매가에 대한 표준편차의 분포를 나타낸

다. 아파트의 크기에 상관없이 군집1과 2는 비슷한 표준편차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행정동들 내의

매매가의 편차와 행정동들 간의 편차 모두 작은 편이다. 이는 군집1과 2에 속하는 행정동들 내의 아파

트들의 매매가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행정동들 간에도 매매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군집3과 4에 속하는 행정동들은 같은 행정동 안에서도 매매가의 편차

가상대적으로컸으며행정동들간에도매매가의편차가큰편이었다. 이에대한원인을더자세히살펴

보기 위해 Figure 3.4에 나타난 각 군집들에 대한 소형, 중형, 대형 아파트별 행정동들의 m2당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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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포들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군집1이 가장 낮은 면적당 실거래가를 가지고 있었고, 군집4가 가장

높은 면적당 실거래가를 보였다. 그러나, 군집1, 2, 3 모두 면적당 실거래가의 분포가 비슷하게 퍼져있

는 반면 군집4의 면적당 실거래가는 다른 군집에 비해 비교적 더 넓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집4에 속하는 행정동들의 실거래가 편차가 큰 이유는 면적당 실거래가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는데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종합해보면, 군집1과 2에 속하는 행정동들은 평균적으로 낮은 아파트 실거래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실거래가의 편차 또한 작은 편이었다. 즉, 행정동 내의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비슷한 편이

었다. 군집3에 있는 행정동들의 아파트들은 군집1과 2에 비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실거래가를 가지나

실거래가의 편차가 큰 편이었다. 군집4 내의 행정동들은 가장 높은 실거래가를 보이고 있고 실거래가의

편차또한가장컸다. 즉, 같은행정동내에서도아파트별로실거래가의차이가더컸음을보여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 내의 아파트 실거래 매매가를 전용면적별로 행정동들을 중심으로 심볼릭 데이

터기법을사용하여군집분석하였다. 분석에서는아파트매매가상대적으로활발히일어나는 64개행정

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행정동의 매매가의 평균과 같은 중심에 대한 척도 뿐만 아니라 매매가의 분

포까지 고려하여 행정동들 간의 유사성을 찾기 위해 심볼릭 히스토그램 데이터로 원자료를 변환하였다.

히스토그램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행정동들의 실거래가의 평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분산이

실거래가에 따라 행정동들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큰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군집1과2에 속하는 행

정동들은 아파트의 크기에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거래가를 보였고 그 편차 또한 크지 않았다. 즉,

행정동 그 자체에 의해 아파트 가격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군집3과 4에 속

하는 행정동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가와 면적당 실거래가를 보였고, 그 편차 또한 큰 편이었다. 즉,

행정동내에서도매매가가상대적으로큰차이를보였고, 이는행정동내에서도아파트가격을결정하는

다른요인들이존재한다고볼수있다.

군집3과 4에 속하는 행정동들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행정

동들이었다. 또한, 서초구와송파구내에서도도심과한강에더가까운지역이더매매가가높았음을알

수 있었고, 강남3구 주변 지역과 학원이 유명한 목동 근처 역시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아파트 매매가 이외에도 그 지역 아파트의 준공연도, 브랜드, 단지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정보들을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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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64 administrative regions with high frequencies of apartment trade

in Seoul, Korea are classified by the apartment sale price. To consider distributions of

apartment price for each region as well as the mean of the price, the symbolic histogram-

valued data approach is employed. Symbolic data include all types of data which have

internal variation in themselves such as intervals, lists, histograms, distributions, and

models, etc. As a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using symbolic histogram data, it is

found that Gangnam, Seocho, and Songpa districts and regions near by those districts

have relatively higher prices and larger dispersions. This result makes sense because

those regions have good accessibility to downtow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Keywords: Apartment price, cluster analysis, symbolic histogram-valued data.

1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tatistics, Sungkyunkwan University, 110-745 Seoul, Korea,
E-mail: jaejik@skku.ed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