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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에서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부동산 추천 방식을 제안한다. 이 추천 서비스는 기존의 

가격 중심의 부동산 추천 방식이 아닌 개인이 원하는 요소 통해 부동산을 추천함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인다. 이 모델은 사용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매물을 탐색하고자 할 때 거래 유형, 매물 유형, 

가격 정보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형성되어 있길 원하는 편의 시설이나 기반시설, 치안 

등의 환경 요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주거지를 추천한다. 본 논문

에서는 직접 구현한 서비스를 통해서 제안하는 새로운 맞춤형 부동산 추천 모델이 기존의 가격 중심의 부동

산 추천 서비스보다 편의성 면에서 우수함을 보인다.

키워드: 개인 맞춤형(personalized) 부동산(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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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부동산 시장은 오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진 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했

다. 매물을 직접보고 계약해야 하는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각종 기술의 발전으로 부동산 시장도 

온라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1) 다양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가격, 크기, 주거형태 등을 기준으로 1차적으로 선별함

으로써 편의성을 높이고, 여러 검색 서비스를 통해 주변 인프라를 

고려하여 주거지를 찾는다. 그러나 개인이 원하는 다양한 인프라를 

매물별로 하나하나 검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비효율적인 일이다. 

본 논문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인프라 요소를 선택하면 각각의 부동산 매물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 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적절한 점수 부여 알고리즘에 의해 해당 

매물에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통해 사용자가 한눈에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부동산 추천 서비스를 제안한다.

II. Preliminaries

1. 기존 서비스

국내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분야의 1위부터 4위까지의 서비스를 

조사하여 해당 서비스가 부동산을 추천함에 있어서 가격, 면적 같은 

고전적인 정보를 제외하고 어떤 부가정보를 제공하는지 조사하였다.

service infomation

직방 X

호갱노노 출퇴근 시간, 학군

네이버 부동산 편의 시설 위치정보

다방 CCTV. 치안 정보

Table 1. Additional information for each service

표1과 같이 대부분의 부동산 서비스는 부가정보를 거의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네이버 부동산의 경우 편의 시설의 위치정보는 제공하지

만 각 부동산 매물별로 유효한 편의 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은 

판별해 주지 않는다. 표1에 표기된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는 실거주의 목적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본 논문의 주제와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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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본 논문에서 부동산 매물과 편의시설의 거리에 따라 적절한 점수를 

부여하기 위하여 생활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따른 만족도에 관한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다.

Table 2. Average satisfaction distance for each convenience 

facility2)

표2는 생활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거리에 있어야 만족감을 느끼는 

가에 관해 20~50대의 남녀 2250명에게 설문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각 인프라의 유효거리를 설정하였다.

Fig. 1. Satisfaction diminishing function according to 

distance from facility3)

그림1은 일본의 선행 연구에서 연구한 시설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만족도 체감 함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 시설과의 거리에 따른 

부동산 매물의 점수 부여 로직에 해당 함수를 사용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Project Proposal

기존 부동산에서 사용자가 매물을 탐색하고자 할 때 제공하는 

기본 필터(거래 유형, 매물 유형, 가격 정보 등) 설정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있으면 하는 인프라나 치안 등의 

환경 요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각 요소들은 

기본 필터 설정과 함께 사용자에게 더 적합한 매물을 추천해주는 

근거가 되며, 해당하는 요소들과 거리상으로 가까운 관계가 있는 

매물들이 지도에 표시된다. 이렇게 표시된 매물 중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의 가장 많은 요소들과 관계가 있는 매물에 가장 높은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대 별로 매물을 추천하는 기능을 지도 API 상에 구현한

다.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들 중에서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옵션에 

대해 중요도를 선택하게 하고, 해당 옵션에 가중치를 부여해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각 사용자에게 더 적합한 개인형 맞춤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2. application cases

가. 기본 검색 필터

전월세, 보증금, 월세, 관리비등을 지정할 수 있는 필터 기능

나. 매물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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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필터에서 선택된 값을 만족하는 매물을 보여주는 리스트 

기능

다. 매물 상세 정보

매물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

라. 상세 필터

사용자가 원하는 편의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상세 필터 기능과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한 별 버튼 기능

마. 매물 점수 부여

각 부동산 매물에 사용자가 선택한 편의시설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

는 기능

바. 편의시설 정보 안내

부동산 매물의 유효한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

는 기능

IV. Conclusions

거주환경에서 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접근 가능한 사회적 

기반인 생활인프라는 생활 공간 복지를 논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의 부동산에서 위치와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이유는 가격이 곧 가치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연구한 편의시설 및 생활 인프라 요소를 통한 가치 분석의 결과는 

개인이 어떤 필요와 욕구를 가졌는지에 따라 예상되는 거주지의 

만족도가 가격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

서 연구한 주제가 현시대의 거주환경의 가치를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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