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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필요성 및 문제점

최근 IT 산업의 동향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4G, 차세대TV, 스마트기기,

빅 데이터 등 IT 각 분야에서 최근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고 현재 우리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1]. 많은 사람들의 작업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변화되

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에서 하지 못하는 작업이 거의

없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고,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

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는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을 구현하였다.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부동산 매물을 검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매물파라다이스’는 안드로이드[2, 3, 4] 기반으로 제작

되었다.

2. 매물파라다이스의 주요 기능

매물파라다이스의 주요 기능은 기본적인 검색 기능과

중개회원, 일반회원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검색 기능에

서는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월세/전세/매매

등 매물 분류 별 검색과 매물 위치 별 검색을 제공하며

여러 조건을 조합하여 검색도 가능하다. 그림 1은 매물 분

류 별 검색 화면이다.

중개회원의 주요 기능은 매물 등록하는 기능과 등록한

매물을 관리하는 기능이 있다. 매물을 등록할 때는 매물의

종류, 주소, 거래 금액, 크기, 사진, 동영상 등을 업로드 한

다. 그림 2는 중개회원의 ‘나의 매물 목록’ 화면이다.

일반회원의 주요 기능은 자신만의 찜 목록을 구성하여

관심도를 지정하는 기능이다. 검색한 매물을 보면서 찜 아

이콘을 누르면 관심도를 별 개수로 0.5단위로 지정이 가능

하다. 추후에 검색했던 매물 리스트를 보면서 관심도를 통

해 관심 있게 보았던 매물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알 수 있

다. 그림 3은 매물 상세 정보를 보며 ‘찜 하기’ 기능을 수

행하는 화면이다.

그림 1. 분류 별 그림2. 매물리스트 그림 3. 찜 하기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 부동산 매물 검색 애플

리케이션인 ‘매물파라다이스’를 구현하였다. 사용자는 매물

파라다이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부동산 매물을 검

색하고, 또 중개업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부동산

매물을 등록할 수 있다. 부동산 매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은 등록된 매물의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실질적

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찜 하기 기능을 통해 추후에

다시 보더라도 어떤 매물에 관심이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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