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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리를 한 SNS 연동 실시간 민원 처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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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Complaint Handling Service Interworking with SNS for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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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소와 이동환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효율 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 인 업무 환경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리하는 소규모의 

세 주택 리업체들이 세입자와 임 사업자에게 양질의 주택 리업무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SNS를 연동하여 실시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  주택 리를 지원하는 주택 리 업무지원 스마트워

크 랫폼을 제시하 다. 본 논문에서는 주택 리 업무지원 스마트워크 랫폼의 한부분인 SNS 연동 실시간 민

원 처리 서비스 부분을 기술한다. 

ABSTRACT

The smartwork is future-oriented working environment that allows us to engage in work anytime, anywhere conveniently and 

efficiently by utiliz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a variety of locations and mobile environments. We proposed 

a smartwork platform to support the efficient housing management for small housing management companies. Our systems interwork 

in real time with smart mobile devices and SNS to support high quality housing service for tenants and rental operators. In this 

paper, we describe real-time complaint handling service using SNS which is a part of smartwork platform for the efficient housing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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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다가구 주택 리업체는 부분의 업무가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스마트 워크 랫폼의 필요성과 

그 효과가 매우 높은 업종이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

리업체는 부분 소규모 세 업체들이며, ICT 시스

템의 직 인 운용  리에 한 문성이 없다.  

리를 의뢰한 부분의 건축주는 보다 향상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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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와 체계화된 리를 원하지만 소규모 리업체

가 이에 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리업체는 리 상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민원수행에 따른 고충이 매우 큰 실정이다. 입주자

의 불만, 고충, 수리 요청 등 리 업무의 수행은 

부분 음성 화를 통해 진행되고 이에 따라 임 사업

자나 건물주가 잦은 화 응 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  

주택 리업체도 잦은 화 응 에 따른 고충이 있을 

뿐 아니라 입주자는 통화 지연, 결과 확인 등의 불편

함이 있다.

고장 수리, 하자 보수 등의 업무 처리 결과에 한 

즉각 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임 사

업자나 건물주가 주택 리업체에 업무 처리를 지시하

면, 처리 결과에 한 피드백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임 사업자나 건물주는 업무 처리 지시

에 한 처리 결과를 직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

이 발생한다. 따라서 실시간 업무 처리 요청  처리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 

한 원룸, 다가구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청

소, 하자 보수 등에 한 체계 인 건물 리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으며, 세입자의 임 료 수  등에 한 

체계 인 세입자 리가 필요하다.

재는 공인 개업체에 입주 의뢰가 들어오면, 임

사업자나 건물주에 공실 여부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업무 처리하며, 주택건물의 최신 공실 정보가 공유되

지 않아, 임  업무 처리의 복  지연 발생하고 있

는 실정이다[1-2].

본 연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리하는 소규모의 

세 주택 리업체들이 세입자와 임 사업자에게 양질

의 주택 리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시간 민원 처

리, 입주자의 평  리  공실, 세입자 황, 임 료 

납부 등의 임 련 모니터링과 민원, 고장 수리, 하

자 보수, 청소 등의 건물 리 모니터링 등을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연동하여 실시간 업무 처리가 가능하

도록 하여 효율  주택 리를 지원하는 주택 리 업

무지원 스마트워크 랫폼 개발하 으며 본 논문에서

는 그 한 부분인 SNS 연동 실시간 민원 처리 서비스 

부분을 기술한다[3-4]. 

본 논문에서 개발한 서비스는 SNS(: Social 

Network Service: Facebook)를 이용한 민원 수와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서 페이스 북 통신 

모듈(C#)과 웹 페이지로 구성되며, 실시간 민원 수, 

민원 조회, 민원 처리 황 리, 민원 처리 완료 내

역 통지, 민원 만족도 평가 페이지의 제공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  2장에서 련

기술로서 스마트워크의 개념과 종류에 해 간단히 

살펴본다. 3장에서는 체 시스템 구성을 제시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서비스에 해 기술하 다. 4장에서

는 3장에서 개발된 서비스를 시험하기 한 테스트베

드 구축한 내용과 몇 가지 기능 시험 결과들을 보여

주고 5장에서 결론을 제시하 다.

Ⅱ. 련 연구

스마트워크에 한 개념 정의는 종래의 지정된 업무

공간인 사무실의 개념을 탈피하여, 다양한 장소와 이동

환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효율 으로 업무

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 인 업무 환경이

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 에 따라 이 까지는 고려

치 못한 근무 형태들이 가능해지는 스마트워크가 갖는 

형태의 다양성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정의 아래 스

마트워크는 근무 장소, 정보통신기술 이용, 인력 리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발 되고 분류되어 왔다[5].

재택근무는 근로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자택을 업무장소로 선택한 근무형태이

다. 이러한 재택근무를 해서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인증기술을 이용하여 회사의 인트라

넷에 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본사 는 원격지

에 떨어진 다른 근무자들과 원격회의, 업 등의 업무

를 수행한다. 이러한 재택근무의 근무형태는 가장 융

통성이 많은 근무형태이자 역으로 가장 엄격한 자기

리가 요구된다[6].

모바일 오피스는 재 다양한 업종에서 활용되고 

있는 근무형태이다. 주로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출장

이나 고객들을 만나는 업 등으로 업무시간을 부

분 보내는 직종이나 기술직, AS 등의 엔지니어들에게

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근무형태이다. 즉, 하나 이

상의 장소를 옮기면서 일을 하는 근무 형태이다. 휴

용 장비와 통신시설을 이용하여 부분 으로 집, 열차,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부분 으로 앙사무소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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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센터 등에서 작업을 한다. 최근에는 스마트기기

와 무선 인터넷의 보 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속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어 이러한 근무 방식의 

도입이 활성화 되고 있다[7].

본사나 주사무실과는 별개의 장소인 도시 외각이나 

부심지에 정보통신 환경이 정비된 사무실을 개설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근무자들이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

는 근무형태이다. 사무실의 도심 집 을 분산함으로써 

사무실 임 비용의 감과 통근에 따른 교통난 감소. 

등이 주목 이다. 스마트워크센터에는 다른 회사의 근

로자, 독립 인 리랜서, 이러한 장비를 제공할 여유

가 없는 소기업 근로자 등 여러 이용자들이 공동으

로 장비를 이용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크게 

성센터(satellite center), 로컬센터(telecottage), 근린센

터(neighbourhood office)로 구분되는데 성센터는 

특정회사가 소유하지만, 후자의 로컬/근린센터는 복수 

기업의 종업원을 수용한다[8-11].

Ⅲ. 시스템 구성  구

3.1 체 시스템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주택 리 업무지원 스마트워크 

랫폼의 체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된다. 본 

시스템은 다가구 주택을 리하는 소규모의 세 주

택 리업체들이 세입자와 임 사업자에게 양질의 주

택 리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시간 민원 처리, 입

주자의 평  리  공실, 세입자 황, 임 료 납부 

등의 임 련 모니터링과 민원, 고장 수리, 하자 보

수, 청소 등의 건물 리 모니터링 등을 스마트 모바

일 기기와 연동하여 실시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  주택 리를 지원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는 SNS 연동 실시간 민원 처리 서비

스, 공동주택 세입자 리 서비스, 공동주택 임  

리 서비스, 공동주택 건물 리 서비스, 주택 리 

력업체 리 서비스, 모바일 실시간 정보 조회 서비스

로 구성되며 본 논문에서는 그 일부인 SNS 연동 실

시간 민원 처리 서비스의 구 에 해서 기술 하 다.

o SNS 연동 실시간 민원 처리 서비스

- Facebook과 같은 SNS를 이용하여 입주자의 민

원, 하자보수, 고장 수리 등의 입주자 요청이나 임

사업자의 요청을 주택 리업체에 실시간으로 알리고, 

그 처리 결과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 요청자

에게 통보하는 민원 처리 서비스 

그림 1. 체 시스템 구성

Fig. 1 Total system configuration

o 공동주택 세입자 리 서비스

- 주택 리업체가 공동주택 세입자 리를 한 

세입자 정보 등록  리비 납부 황 리 등을 수

행하고 입주자에게 임  계약 종료  갱신 등과 같

은 다소 민한 정보는 문제메시지(SMS)를 통해 미

리 통보하여 계약 종료  갱신 업무의 효율 인 진

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주자 리 서비스

o 공동주택 임  리 서비스

- 공동주택의 임 계약 황  공실 황 등을 

악하고 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시간 공실 조회 

 임  계약 종료 세입자 알림을 통한 주택 공실율

의 최소화를 지원하는 임  리 서비스

o 공동주택 건물 리 서비스

- 공동주택의 크기, 주택 수, 주차장 수  실별 크

기, 구조, 방 개수 등의 공동주택 건물 련 황을 

리하고, 건물 청소  방법에 한 황과 이력 

리, 건물 수리/보수 황  이력 리를 통해 체계

인 건물 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o 주택 리 력업체 리 서비스

- 주택 리를 한 청소, 고장 수리, 하자 보수 등

의 민원 처리를 수행하는 외주업체  공동주택 세입

자들의 편의를 한 세탁소, 택배 등의 서비스 업체들

의 최신 황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들에 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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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통한 정보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o 모바일 실시간 정보 조회 서비스

- 주택 리업체가 언제, 어디서나 주택 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스

마트 모바일 기기를 통한 실시간 정보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애 리 이션

3.2 SNS 연동 실시간 민원 처리 서비스

가. 개요

본 서비스는 SNS(페이스 북)를 이용한 민원 수

와,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를 하는 것으로서 페이스 

북 통신 모듈(C#)과 웹 페이지로 구성되며, 실시간 민

원 수, 민원 조회, 민원 처리 황 리, 민원 처리 

완료 내역 통지, 민원 만족도 평가 페이지 제공 기능

들을 수행한다.

나. 서비스의 구성  흐름

그림 2. 서비스 구성도

Fig. 2 Service configuration

o 민원 신청 : 페이스 북 앱을 통해 페이스 북 그

룹 상세 민원 을 게시

o 민원 수 : 통신 모듈이 페이스 북 그룹 상에 

게시된 민원 을 검색하여 민원 수 테이블에 장

o 민원 처리 :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에 댓

로 민원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만족도 평가 

링크 제공

o 완료 내역 통지 : 페이스 북에 민원 처리 완료에 

한 댓 이 게시되면 민원 요청자에게 알림

o 세입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한 민

원이나 문의사항을 해당 페이스 북 그룹에 을 작성

하여 업로드하면 주기 으로 해당 그룹을 모니터링하

고 있는 통신 모듈이 새로운 이 업로드 될 때 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장을 하여 웹 페이지 상으로 수

된 내역을 확인한다.

그림 3. 서비스 흐름도

Fig. 3 Service flow

o 리자가 수된 민원 내역을 확인하고 력업체

를 통해 문제해결을 한 후 웹 페이지 상에서 해당 민

원을 ‘완료됨’ 상태로 바꿔주면 페이스 북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에 댓 을 통해 완료내역을 통지하고, 만

족도 평가 페이지 링크를 제공한다. 페이스 북 어 리

이션을 설치해 놓은 세입자는 푸시 메시지를 통하

여 댓 이 달리는 즉시 확인을 할 수 있다.

다. 세부 서비스 개발

(1) SNS Open API 기반 실시간 민원 처리 수 

서비스

SNS Open API 기반 실시간 민원 처리 수 서비

스는 세입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한 민

원이나 문의사항을 해당 페이스 북 그룹에 을 작성

하여 업로드하면 주기 으로 해당 그룹을 모니터링하

고 있는 통신 모듈이 새로운 이 업로드 될 때 마다 

데이터베이스에 장을 하여 웹 페이지 상으로 수

된 내역을 확인한다.

그림 4. 서비스 흐름도

Fig. 4 Servic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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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한 민원

이나 문의사항을 해당 페이스 북 그룹에 을 작성하

여 업로드하면 주기 으로 해당 그룹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통신 모듈이 새로운 이 업로드 될 때 마다 데

이터베이스에 장을 하여 웹 페이지 상으로 수된 

내역을 확인한다.

(2) SNS Open API 기반 실시간 민원 처리결과 통

보 서비스

SNS Open API 기반 실시간 민원 처리결과 통보 

서비스는 민원 요청자가 요청한 민원 처리 요청에 

하여 주택 리업자가 민원 처리를 완료하 을 경우 

페이스 북 그룹의 해당 민원 게시 에 완료 댓 과 

함께 만족도 평가 페이지의 링크를 댓 로 게시하며, 

민원 요청자에게 민원 처리 완료를 통보하는 서비스 

이다.

그림 5. 서비스 흐름도

Fig. 5 Service flow

o 리자가 민원 처리 상태를 ‘완료됨’으로 변경하

면 통신모듈이 이를 감지하여 페이스 북의 해당 에 

민원처리완료 통지와 함께 만족도 평가 페이지 링크

를 제공해주고, 세입자는 해당 민원에 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고, 리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3) 스마트 모바일용 민원 리 애 리 이션

스마트 모바일용 민원 리 애 리 이션은 스마트

폰,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 모바일 단말기 상에서 

앞서 기술한 (1), (2) 항목의 기능들을 수행 할 수 있

도록 구성한 모바일용 애 리 이션이다.

o 서비스 흐름은 그림3과 동일하다.

Ⅳ. 시험  결과

4.1 시험 환경 구성

시험 환경은 그림 6과 같이 다가구 주택 리 업무

지원 시스템, 입주자 스마트 단말, 주택 리업자 스마

트 단말, 외주업체 스마트 단말,  Facebook 시스템, 

SMS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그림 6. 테스트베드 

Fig. 6 Test bed 

o 다가구 주택 리 업무지원 시스템

- 웹 서버

- 애 리 이션 서버

- DB(데이터베이스 서버)

o 입주자 스마트 단말 

- 안드로이드 2.3 이상

- 모바일용 웹 라우

o 외주업체 스마트 단말 

- 안드로이드 2.3 이상

- 모바일용 웹 라우

o 주택 리업자 스마트 단말

- 안드로이드 2.3 이상

- 모바일용 웹 라우

- 스마트 모바일용 민원 리 애 리 이션

- 주택 리 지원 모바일 실시간 정보 조회 서비스 

애 리 이션

o Facebook 시스템

- Android용 Facebook OpenAPI

o SMS 시스템

- SMS API for J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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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험 결과

(1) SNS Open API 기반 실시간 민원 처리 수 

서비스

① 페이스 북에 게시된 민원

그림 7. 페이스 북에 게시된 민원 의 화면

Fig. 7 Screen of complaint articles published on 

Facebook

o 세입자가 민원 사항이 있을 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페이스 북 그룹에 민원사항을 로 올림

② 민원정보 화면

그림 8. 민원정보 화면( 체 민원 목록)

Fig. 8 Complaints info screen(full list of complaints)

그림 9. 민원정보 화면(‘ 수’ 상태 목록)

Fig. 9 Complaints info screen('Accepted' status list)

o 페이스 북에 게시된 민원 을 해당 로그램의 

웹 페이지 ‘민원 리’ 확인할 수 있다.

(2) SNS Open API 기반 실시간 민원 처리결과 통

보 서비스

① 민원 처리 완료 화면

그림 10. 민원 처리 완료 화면

Fig. 10 Complaints processing completion screen

o 력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해결된 민원을 진행 

상태에서 ‘완료’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르면 상태

가 ‘완료’로 바뀜

② 민원 완료 댓

그림 11. 민원 완료 댓

Fig. 11 Complaints completed comments

o 완료된 민원 에는 댓 로 민원 처리가 표시되

며, 그에 한 만족도 평가 링크를 함께 달아서 민원 

처리 결과에 따른 세입자의 만족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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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모바일용 민원 리 애 리 이션

① 페이스 북에 민원 게시

o 해당 건물의 페이스 북 그룹에서 새로운 민원이 

등록되는 즉시 모바일 화면에서 확인 가능

② 민원 처리 상태 설정 화면

o 민원 처리 상태를 모바일 기기로 확인  설정이 

가능. 민원 처리 상태는 ‘ 수’, ‘처리’, ‘완료’로 설정이 

가능하며, 민원처리업체 선택도 가능

그림 12. 페이스 북 민원 게시  처리 화면 

Fig. 12 Facebook posting and handling complaints 

screens

Ⅴ. 결  론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

소와 이동환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효율

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 인 업

무 환경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리하는 

소규모의 세 주택 리업체들이 세입자와 임 사업

자에게 양질의 주택 리업무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

트 모바일 기기와 연동하여 실시간 업무 처리가 가능

하도록 하여 효율  주택 리를 지원하는 주택 리 

업무지원 스마트워크 랫폼 개발하 다. 특히, 본 논

문에서는 그 한 부분인 SNS 연동 실시간 민원 처리 

서비스 부분을 기술하 다. 

본 논문에서 개발한 서비스는 SNS(페이스 북)를 

이용한 민원 수와,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를 하는 

것으로서 페이스 북 통신 모듈과 웹 페이지로 구성되

며, 실시간 민원 수, 민원 조회, 민원 처리 황 

리, 민원 처리 완료 내역 통지, 민원 만족도 평가 페

이지 제공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원룸, 다가구, 다세  주택 등의 

주택 리를 수행하는 소규모 세 주택 리업체들이 

세입자 리, 공실 리, 건물 리 등의 주택 리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 효율 이고, 체계 인 주택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택 리업체의 경쟁력 강

화  업체 이미지 향상을 도모하여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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