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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검색할 때, 매수인의 다양한 성향을 고려할 수 있는 새

로운 검색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해 부동산 가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뒤, 

지역요인  개별요인으로 분류하 다. 다요소 의사결정(Multi-attribute Decision Making) 

알고리즘을 통해 매수인이 입력한 검색조건을 분석하여 가 치를 부여하고, 부동산 후보지

간 엔트로피 척도를 통해 최 의 부동산 후보지를 도출하도록 설계하 다. 본 검색 시스템

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해 부산지역의 실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결과, 본 다속성 통합 검색 시스템은 매수 아 트 검색 시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을 용이

하게 해 주었다. 한 한번 검색으로 여러 지역의 부동산 후보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매수

인의 탐색비용을 감시킬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 new retrieval system developed to consider various preferential 

requirements for buyers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 paper analyses essential factors 

affecting the price of real estate and then a set of factors are classified by region-related 

factor and individual-related factor. After endowing the buyer’s selected factors with 

weights in the retrieval system, the optimal solutions have been drawn by comparing 

with the others through an entropy measure of Multi-attribute Decision Making. This 

retrieval system is applied to the Busan real estate market to estimate the solutions of 

retrieval. Evalu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retrieval system can provide useful in-

formation to analyse the price determination factors of real estate, as well as to save the 

searching cost of the bu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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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리

시스템(Real Estate Trade Management System)

은 부동산 거래신고와 거래가격 정성 평가 

그리고 유 기  정보공유로 구성되어 있으

며, 2006년부터 국 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정기

으로 공개하고, 실거래 가격을 토 로 부동

산 실거래 가격지수를 개발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한 시스템을 지속 으로 개선하여 부

동산 시장을 상시 으로 검하고 측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 게 부동산 시장에 정보화가 도입․ 용

되고, 최근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련 정보

의 보 과 확 가 지속 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동산 정보의 효과 이고 효율

인 측정을 해 부동산 신뢰 지수(Real Estate 

Confidence Index, RECI) 개발은 부동산 시장

의 통제와 측을 해 매우 요한 연구과

제로 부각되고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보화 연구  효

율  검색을 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를 평가하는데 목 이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큰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을 매수인- 개인-매도인의 가치

사슬(value chain)로 생각해 볼 때, 부동산 정

보의 투명 이고 가시 인(visibility) 정보는 

가치사슬 구성원 간의 상충 인(trade-off) 이

해 계를 해결하는데 매우 요하다. 특히 가치

사슬간의 정보 비 칭성(asymmetric informa-

tion)과 정보 부족은 불리한 선정(adverse selec-

tion)과 부동산 시장의 거래교섭을 더욱 어렵

게 만들게 된다[21].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 부동산 종합정보 웹 사이트의 검색 

로세스를 분석하고, 이에 한 문제 을 진

단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보화에 한 국

내외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 다. 다음으로 부

동산 가격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뒤, 이러한 요인들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새

로운 검색 시스템을 제안하 다. 본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해 실제 부동산 매물정

보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2. 기존연구 분석

2.1 부동산 정보화에 한 문헌연구

부동산 정보화에 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멀티미디어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한 

연구[2, 13, 15, 16], 둘째, 부동산 시장을 평가

하고 측하기 한 연구[14, 18, 20, 22], 셋

째, 효율  부동산 개를 한 커뮤니 이션 

 검색 련 정보화 연구[5, 6, 8, 9, 10, 11, 

12, 17, 19, 23] 등이 있다. 

특히 본 연구와 련성이 높은 효율  부

동산 개를 한 정보화 연구들을 구체 으

로 살펴보면 부분의 국내 연구에서 개인

을 통한 개 서비스가 필수 임을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활동을 <표 1>에서 살펴보

면, 개인이 참여하는 단계는 8단계 뿐이나 

실제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개인은 거의 모

든 단계에 참여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

가 원활히 진행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결

국 부동산 거래 시에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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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부동산 거래활동 활동주체자 거래지원을 한 정보화형태

1단계 매각부동산 홍보 매도인 웹 사이트

2단계 매수부동산 탐색 매수인 웹 사이트

3단계 지역분석 매수인 웹 사이트

4단계 개별분석 매수인 웹 사이트(정부의 NGIS사업1))

5단계 거래조건 교섭 매도인, 매수인 부동산 경매 문사이트2)

6단계 계약체결  계약  지 매도인, 매수인 홈뱅킹

7단계 도   잔  지 매도인, 매수인 홈뱅킹

8단계 행정 차(양도소득세 사 신고, 계약서 검인, 등기) 개인 없음

<표 1> 부동산 주요거래활동 요약

개인의 각 주체가 상호 유기 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정보화의 문제 은 이러한 

세 개 주체가 상호 교류를 한 매체수단으

로 주로 오 라인을 이용하는데 있으며, 이 

한 투명성과 상호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

고 있다. 이러한 이유를 부동산 정보화에 

한 기존 문헌을 통해 정리해보면 첫째, 부동

산 개업자의 정보화 의식이 조하며[3, 5, 

12], 둘째, 부동산 시장의 고정성, 개별성, 국

지성, 거래의 비 성, 거래 가액의 고액성과 

같은 특수성이 존재하고 거래가격의 가변성

이 매우 크나[7], 재 웹 사이트 등의 정보화 

수단으로는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성을 가지

1)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국가

지리 정보 시스템), 국토해양부를 심으로 각 부

처가 조하여 추진하는 지리 정보 체계 구축 사

업, 지리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

보를 효과 으로 수집, 산화하여 장 리하

고 갱신, 조정, 분석,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효용을 극 화하기 한 정보 시스템.

2) 법원경매정보, 부동산 태인, 지지옥션 등이 웹 사

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거래조

건 교섭의 차와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여 실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음.

고 있다[2]. 셋째, 재 제공되고 있는 정보화

의 부분이 매각 부동산 홍보와 탐색에 집

되어 있으며, 지역분석  개별분석에 한 

일부 정보가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

나, 거래조건 교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 9]. 넷째, 웹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의 신뢰성, 지속성 문제와 거래를 한 안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 부동산 문 사이트에서 매매, 임 , 분양 

물건에 한 매물정보의 정보검색빈도는 매

우 높으나, 사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

으로 평가받고 있다[8]. 

이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국내 부동산 종

합정보 웹 사이트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2>의 국내 부동산 웹 사

이트의 탐색  분석기능 비교에서는 재 1

부터 3  까지의 순 를 가진 국내 부동산 

종합정보 웹 사이트를 매수부동산 탐색방법, 

지역분석 방법, 개별분석 방법, 검색 기능별로 

각각 분석․요약하 다. 이들 사이트들을 분

석한 결과, 체로 정보의 양  측면에서는 

풍부하나, 웹 사이트 이용자들이 손쉽게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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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내 부동산 웹 사이트 검색 시스템 

구조

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  장치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 를 들어 검색조건의 부족 

 검색기능의 미미, 심 부동산에 한 지

속  정보제공 서비스 부재 등이다. 특히 기

존 부동산 웹 사이트의 검색기능과 련한 문

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격과 면 (평형) 주의 검색기능만 

제공된다. 둘째, 검색범 가 한 지역(읍․면․

동)내로 한정되어 있다. 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내에 있는 아 트 검색만 가능

하다. 그러므로 타 지역(읍․면․동)의 아

트를 검색할 경우, 매번 새롭게 검색을 시작

해야 하며, 이로 인해 타 지역간 아 트 비교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주요 국외 문헌들을 살펴보면, 부

동산 정보 검색과 련하여 Leonard(2003)는 

인터넷이 구매자의 검색효율성을 높이고, 검

색결과를 향상시킴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요한 요소임을 강조하 다. 그러나 자는 인

터넷이 구매자의 검색시간을 단축시키는 것

보다, 체 탐색비용을 감소시킴을 지 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한 매수 부동산 탐색

활동으로 인해 오 라인상의 탐색활동에 소

요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설문을 통

해 증명했다. Zheng et al.(2006) 역시 구매자

가 부동산을 탐색할 때 소요되는 부동산 거

래활동 비용과 탐색기간 비용을 각각 산출하

고, 이들이 상 계(trade-off)를 가지고 있

음을 설명하 다. 한 개인을 통한 부동산 

탐색활동이 제시된 두 가지의 비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구매자 유형별로 실험을 진

행하 다. 

지 까지의 기존 연구에서는 부동산 탐색

활동에서 개인과 온라인의 요성을 강조

하고, 이를 경험  연구(empirical research)를 

통해 제시하 으나, 효율  부동산 검색 시스

템의 개선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보화의 많은 문제   매수인의 

불가피한 장 답사로 인한 높은 탐색비용

(search cost) 발생에 우선 주목하 다. 이는 

탐색  분석활동이 여 히 오 라인 시장을 

심으로 개됨으로써 탐색비용이 자연스럽

게 증가되고, 재 부동산 웹 사이트의 지역

분석  개별분석이 거래조건 교섭에 불충분

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 까지 제시된 부동산 정보 웹 사이트 검

색 시스템의 문제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 국내 부동산 웹 사이트의 검색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직선형 처리구조로써 매수

인이 물건종류  지역선택을 하고, 검색조건

으로 면   가격을 입력한 후 결과물을 분

석한다. 이때 결과물로 <표 2>에서 제시한 

것처럼 지역  개별분석에 한 매우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만약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는 지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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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매수 부동산 탐색방법 지역분석 방법 개별분석 방법 검색기능

부동산 

114

∘지역별, 역세권별, 평

형별, 가격 별로 분류

하여 매물정보 제공

∘지역별에서는 시(도)

→구→동별 순으로 

세분화

∘역세권별은 지하철 노

선도에 따라 매물정보 

제공

∘평형별과 가격 별은 

지역과 함께 선택한 후 

매물정보 제공

∘지역별 하  웹 사이트 

별도 운

∘지역별 시황정보 자체 

제공

∘시(도), 구별로 시세에 

한 정보 제공(입주시

기, 단지규모, 조망권, 

매매가격, 세가격, 평

형 별, 택지지구별, 건

설업체, 역세권의 조건

을 제공하며, 최  3개

까지 동시 검색가능)

∘평형( 용면 ), 층수

(해당층수/총층수), 

세 수, 방수(욕실수), 

구조(계단식, 복

도식), 가격(매매가), 

세 정보, 건설회사, 

건축년도, 난방방식, 

주차 수, 교통(지하철), 

교육시설, 생활편의시

설, 매물특징, 사진정

보 제공

∘추천매물  동별 매물

정보에서만 검색가능

∘가격(최 가에서 최고가 

범 ) 검색

∘평형(최 평에서 최고평 

범 ) 검색

∘정렬기능(아 트명, 평형, 

층수, 매매가, 등록일, 

개업소명 기 으로 내림

차순, 오름차순)

∘비교기능(최  3개까지 

매물정보 비교)

특징：매수부동산 탐색방법과 지역분석 방법에서 풍부한 자료와 근성이 뛰어남(검색기능 제공)

스피드

뱅크

∘지역별로 시(도)→구

→동별 순으로 세분화

∘지역별 하  웹 사이트

를 별도로 운

∘구, 동의 아 트별로 각

각 지역정보 제공(해당 

지역의 학교, 은행, 병원, 

공서, 유통 , 음식 , 

편의시설 정보 제공)

∘평형( 용면 ), 층수

(해당층수/총층수), 

세 수, 방수(욕실수), 

가격(분양가, 리미엄, 

매매가), 건설회사, 건

축년도, 난방방식, 주

차 수, 교통정보(지

하철, 버스, 도로), 교

육시설, 생활편의시설, 

환경편의시설, 매물특

징, 사진정보 제공

∘매물유형별로 선택

∘거래형태(매매, 세, 월

세) 선택

∘가격(최 가에서 최고가 

범 ) 검색

∘평형(최 평에서 최고평 

범 ) 검색

∘정렬기능(아 트명, 평형, 

층수, 매매가, 등록일, 

개업소명 기 으로 내

림차순, 오름차순)

∘비교기능(최  5개까지 

매물정보 비교)

특징：개별분석 방법에서 풍부한 자료제공(가격, 교통, 환경편의시설, 사진정보 제공), 검색기능이 

타사이트에 비해 우수한 편

닥터

아 트

∘지역별로 시(도)→구

→동별 순으로 세분화

∘지역별 시황  시세정

보를 자체 으로 제공

∘시세정보에서는 동별 평

당가, 평형 별 평당가, 

평당가 변동추이 정보

제공

∘평형( 용면 ), 층수

(해당층수/총층수), 

세 수, 방수(욕실수), 

향, 구조(계단식, 

복도식), 가격(매매가), 

건설회사, 건축년도, 

난방방식, 주차 수, 

교통정보(지하철), 

교육시설, 생활편의시

설, 매물특징 제공

∘정렬기능(아 트명, 평형, 

층수, 매매가, 등록일 기

으로 내림차순, 오름

차순)

∘비교기능(최  2개까지 

매물정보 비교) 

특징：지역별 시세정보를 그래  등으로 표

주) 랭키닷컴(www.ranky.com)과 100hot(www.100hot.co.kr)의 “부동산종합정보” 분류에서 순  3까지의 웹 

사이트를 분석함.

<표 2> 국내 부동산 웹 사이트의 탐색  분석기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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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요인 개별 요인

학교의 질(학군), 교통 사용 편리성, 문화시설의 

이용편리성, 일상용품 구매의 편리성, 통근의 편리성, 

공공행정 서비스 이용 편리성 

면 (평수), 층수, 향, 방의 개수, 조망권, 세 수, 

건설업체 등 (인지도), 건축연도, 세 당 주차면수, 

아 트 편의시설

<표 3> 아 트가격형성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택에서 다시 재검색을 하여야 한다. 한 사

용자가 타 지역을 검색하려면 매번 검색을 

새롭게 시작하여야 하고, 방 한 정보를 비교

분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기존의 부동산 웹 사이트 검색 시스템은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찾기 해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이는 

순차처리 검색과 매우 빈약한 검색조건, 이에 

반해 무 방 한 결과물 정보로 인해 사용

자의 정보 근성에 한계 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탐색활동

을 더욱 효과 ・효율 으로 진행할 수 있도

록 기존의 부동산 검색 시스템에 한 개선

을 제시하는 다속성 검색 시스템을 개발하

는데 을 두었다. 다속성 검색 시스템이란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매수인의 개인  성향에 따라 부동산 가

격결정 요인을 검색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동산 검색 시스템을 말한다. 다음 에서는 

부동산 가격결정 요인들에 해 기존 연구들

을 정리하 다.

2.2 부동산 가격결정요인에 한 문헌연구

부동산 검색 시스템을 설명하기 해서는 

먼  부동산 검색조건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검색조건들은 체 부동산 

시장  아 트 시장만으로 국한하 다. 왜냐

하면 아 트 시장의 경우, 국내 부동산 시장

에서 가장 선호 받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  

가장 활발한 분야이기 때문이다[4, 11]. 

부동산 검색조건은 곧 부동산 가치를 평가

하는 요인이 된다. 실질 으로 부동산 가치 

평가요인은 부동산 가격형성에 요한 요인

이다. 부동산 가치의 단요인을 명확하고 세

부 으로 정의하기 해 정 진(2006) 연구

에서 사용된 부동산 가격형성요인을 인용한

다. 부동산의 가격형성 원리는 먼  지역요인

에 의해 가격수 이 형성되면, 다음으로 개별

요인에 의해서 구체 인 가격이 형성된다. 이

는 지역요인이 지역시장에서 수요와 공 에 

따른 표  이용에 부응하고 지가수 을 형

성하는 반면, 개별요인은 부동산의 개별  특

성을 반 하여 가격을 개별화․구체화 시키

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부동산은 아 트의 경

우만으로 한정하므로, 아 트 가격형성의 지

역요인과 개별요인을 정리하면 <표 3>과 같

다. <표 3>의 가격형성 요인은 김재익(1998)

과 김타열․장찬호․윤종 (2000)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요인들을 각각 지역요인과 개별

요인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류

된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은 연구자마다 상이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요인을 

도출하는 것보다 이의 활용방안에 을 두

고 있으며, 향후 필요 시 아 트가격형성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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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동산 통합 검색 시스템 임워크

【부동산 탐색과정】

1단계： 개인의 부동산 개별요소, 지역요소 

정보 입력 → 2단계：부동산의 개별․지역

요소 선택( 요도 값 입력), 매수 희망가격 

입력  검색 → 3단계：MADM 평가를 

통한 부동산 후보지 도출

인은 추가 는 삭제될 수 있을 것이다.

3. 부동산 검색조건  검색 시스템 

설계

3.1 부동산 검색 시스템 임워크 설계

부동산 통합 검색 시스템의 가장 큰 역할은 

부동산 가격결정요인을 정확히 수집하고, 분

석하여 매수인에게 가장 최 의 후보지를 제

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 

부동산 검색 시스템의 임워크는 <그림 2>

와 같이 표 될 수 있다.

본 임워크는 크게 엔진(engine), 룰(rule), 

데이터베이스(database)로 구분된다. 각 부분

의 역할은 부동산 탐색과정을 담당하는데, 먼

 부동산 탐색과정을 크게 3단계로 재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먼  부동산 탐색과정 1단계에서는 개인

이 부동산의 개별요소와 지역요소 정보를 입

력하고 본 정보는 부동산 데이터베이스(real 

estate database)에 입력되도록 설계하 다. 2

단계 과정에서는 매수인이 아 트의 지역  

개별요소를 선택하고, 요소별 요도 값과 매

수 희망가격을 입력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

에서는  단계에서 매수인이 입력한 값과 

부동산 후보지 안들을 MADM(Multi-at-

tribute Decision Making)을 통해 평가한다. 

본 MADM은 부동산 요소 평가 룰(Attribute 

valuation rule)로써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조

건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부동

산 안  최 의 결과를 도출한다.

우선 이해를 돕기 해 3단계 과정에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를 <그림 3>과 같이 

표 하 다. <그림 3>의 아 트 검색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앞서 제시된 <표 3>의 내용에 

기반하여 구성한 것이다. 이때 매수인은 개별 

 지역요소의 요도 값을 0부터 10사이의 

값으로 입력함으로써 각 매수인의 아 트에 

한 개인  성향을 최 한 반 하고자 하 다. 

다음으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에 한 설

계를 <그림 4>와 같이 구성하 다. 각 아

트 매물별로 지역요소와 개별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때 모든 요소는 상․ ․하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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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다  검색요인을 고려한 아 트 검색 시스템 인터페이스 

되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한 평가기 은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제시된 검색조

건에 한 평가기 은 상․ ․하에 따라 다

시 수로 환산되어져, 각 아 트의 모든 요

인들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통해 동시에 고려되는 많은 검색조건들

이 매수인의 요도 값에 따라 가 치(weight)

를 부여함으로써 매수인의 부동산 가치를 정

량 으로 평가하여 최  후보지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표 4>에서 표시

된 지역요인  학교의 질과 문화시설, 일상

용품 그리고 공공행정 서비스의 이용편리성

에 한 평가기 은 매수인마다 상이할 수 

있다. 특히 학교의 질  측면이 학교의 수로 

측정될 수는 없으나, 부동산의 가격결정요인

을 객 으로 측정하기 해 지역에 포함된 

학교의 수로써 평가하 으며, 재 서비스되

고 있는 기존 부동산 웹 사이트에서도 이에 

한 표 화된 데이터  측정기 을 찾을 

수 없어, 기존 문헌에서 제시된 평가기 을 

인용하 다[3, 7].

한 <그림 3>에서 사용자가 입력할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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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동산 데이터베이스의 ER(Entity-Relationship) 다이어그램 

조건의 수는 모두 32가지인데, 이는 이용편리

성 측면에서 사용자의 부담을 가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원하는 검색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기본 으로 희망

가격과 면 은 필수입력사항으로 제한하 다.

<표 4>에서 제시된 평가기 은 고정 되었

기보다 향후 축 된 정보와 사용자에 의해 

변화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부동산 개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설정된 값

이다.

3.2 다요소 의사결정을 통한 부동산 안 

평가

<표 4>에서 제시된 부동산 검색조건은 지

역요인 17개, 개별요인 14개 그리고 매수 희

망가격까지 포함하여 모두 32가지이다. 이를 

모두 동시에 고려하여 검색할 수 있어야 한

다. 기존의 디 토리 검색 방식3)이나 이진

(boolean) 정보 검색4) 만으로는 32개의 다속

성 검색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

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만족도

가 높은 부동산 후보지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매수인 만족도를 평가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MADM을 이용하여 32가지의 검

색조건과 아 트 안들을 함께 평가하 다. 

MADM 방법은 기 이 다른 척도를 가진 

3) 구 는 동 정보를 선택한 후 검색된 항목 에

서 가격, 크기, 치 등을 검색된 정보에서 찾는 

검색방식.

4) 범 한 지역정보와 함께 가격, 크기, 매매 방식 

등 AND 는 OR의 조합으로 가장 근 한 정보

를 검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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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세부요인 검색조건 검색조건에 한 평가기

지역

요인

교통 사용 

편리성

지하철 사용 편리성
▫도보로 지하철 역까지의 소요시간

-평가) 상：1～10분, ：11～20분, 하：21～100분

버스 사용 편리성
▫도보로 버스 정류장까지의 소요시간

-평가) 상：1～10분, ：11～20분, 하：21～100분

학교의 질(학군)

등학교 수
▫ ․ ․고등학교의 개별 수

-평가) 상：3개 이상, ：2개, 하：1개 이하
학교 수

고등학교 수

문화시설의 

이용편리성

극장 수

▫문화시설의 개별 수

-평가) 상：2개 이상, ：1개, 하：0개

공원 수

병원(의료원) 수

회  수

체육  수

일상용품구매의 

편리성

백화
▫일상용품 구매 시설 수

-평가) 상：2개 이상, ：1개, 하：0개
마트(몰)

시장

공공행정 서비스 

이용 편리성 

동사무소

▫공공행정서비스 기  수

-평가) 상：2개 이상, ：1개, 하：0개

세무서

보건소

경찰서( 출소)

개별

요인

면 (평수) 면 (평수)
▫사용자의 입력값에 아래의 오차범 에서 평가(단 ：m2)

-평가) 상：± 5, ：± 30, 하：± 60

층수 층수
▫사용자의 입력값에 아래의 오차범 에서 평가

-평가) 상：± 3, ：± 5, 하：± 10

향 남향(일조권)
▫남향(일조권)의 유무에 따라 평가

-평가) 상：남향(일조권) 유, 하：남향(일조권) 무

방의 개수 방의 개수
▫사용자의 입력값에 아래의 오차범 에서 평가

-평가) 상：± 0, ：± 1, 하：± 3

조망권
강, 바다, 산, 호수, 

공원의 조망권 

▫강, 바다, 산, 호수, 공원의 조망권 유무에 따라 평가

-평가) 상：조망권 유, 하：조망권 무

세 수 세 수 규모
▫세 수의 규모에 따라 평가

-평가) 상：± 300, ：± 1000, 하：± 10000

건설업체 등
건설업체 등  

인지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을 1 ～6 으로 분류5)

-평가) 상：1 ～2 , ：3～4 , 하：5～6

건축연도 건축연도
▫사용자의 입력값에 아래의 오차범 에서 평가

-평가) 상：± 3, ：± 10, 하：± 20

아 트 편의시설

체육시설

▫아 트 편의시설의 유무에 따라 평가

-평가) 상：4～5개, ：2～3개, 하：0～1개

공원

복지회

놀이터

도서  

주차시설(가구당) 주차시설(가구당)
▫사용자의 입력값에 아래의 오차범 에서 평가

-평가) 상：± 0.7, ：± 1.2, 하：± 3.5

<표 4> 부동산 검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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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들을 동일한 기 으로 정형화하여 각 항

목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각 안들에 

한 평가값을 보여주며 한 각 항목들 간

에 주 인 가 치를 부여할 수 있어 최

의 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동산 

가격결정 요인과 같이 실 인 측면의 MADM 

문제는 안과 속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어진 안간의 최종 선호순

서를 결정하거나 최선의 선호 안을 선정해

야 하는 목 을 가지고 있다. 이때 속성간의 

요도를 의미하는 가 치(weights)는 최종 

결과에 인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에 가능하면 의사결정자가 이해하기 쉽고 계

산과정이 간편한 방법을 최 한 모색해야 한

다. 이러한 측면에서 엔트로피 척도(Entropy 

measure)는 재 다양한 분야에서 주어진 자

료(data)간의 차이를 비교  쉽고 간편하게 

확인․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MADM 문제해결을 해 용하는 데 큰 무

리가 없을 것이다[8]. 

부동산 가격결정요인 MADM 평가에서 검

색조건과 안은 정략 인 요소와 정성 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의 경우, 지역

요인은 정성  요소이고, 개별요인과 가격은 

정량  요소에 속한다. 다속성을 고려한 부동

산 검색에서 가장 큰 문제   하나는 정성

 요소와 정량  요소의 두 가지 요소들에 

의해 평가된 안들을 어떻게 비교할 것이며, 

각 요소별 서로 다른 측정 단 를 갖는 요소

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이를 해 

5) 조달청은 한건설 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시공

능력평가액을 토 로 건설업체를 1등 에서 6등

까지 분류하고 있음.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

업체의 년도 공사실 , 경 상태, 기술능력 등

을 종합 으로 평가한 것임.

MADM에서는 32가지의 검색조건에 해 규

화(normalization)를 실시한다. 규 화를 

해 우선 입력된 값의 크기를 측정하도록 구

간척(interval scale)과 비율척(ration scale)을 

이용하 다. 구간척은 부동산 지역요인에 

용되는데, 지역요인의 경우, 한 지역에 존재

하는 아 트의 값은 거의 동일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를들어, 학군의 질, 교통 

사용편리성 등과 같은 지역요인 값은 한 지

역의 아 트에는 편차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지역요인에 입력된 값은 <표 4>와 같이 상․

․하에 따라 3․2․1 으로 환산하되, 매수

인이 입력한 0부터 10사이의 요도 값을 매

우 높게 반 하 다. 반면, 부동산 개별요인

의 경우에는 비율척이 이용된다. 개별요인의 

경우 사용자가 직  입력한 값이 기 이 되

어 아 트 안들의 데이터가 근사치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아 트 개별요인의 

경우 상․ ․하에 따라 5․3․1 으로 지역

요인의 환산 수보다 높게 평가된다. 왜냐하

면, 개별요인  면 이 클수록 높은 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값과 근

사치일수록 높은 수를 받게 되므로, 아 트 

개별요인의 비율척을 요하게 반 하 다.

다음으로 아 트 안별 지역요인과 개별요

인의 평가들은 엔트로피(entropy) 방법에 의

해 평가된다. 엔트로피 개념은 데이터들 사이

의 차(gap)를 조사할 때 매우 유용하다. 를 

들어 2개의 평가 요소  A 요소는 안들간

의 값이 비슷하지만, B 요소는 안들간에 

매우 다른 평가를 얻는다면, B 요소는 A 요

소에 비해 그만큼 고려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게 MADM 평가방법은 각 요소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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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dw = new double[]{7, 7, 8, 6, 9, 9, 5, 10, 3, 9, 8, 6, 5, 5, 7, 10};

double[] dw_r = new double[NEGO_ITEM_CNT];

double tt = 0.0;

for(i = 0 ; i < NEGO_ITEM_CNT ; i++)

{

tt = tt + dw[i];

}

for(i = 0 ; i < NEGO_ITEM_CNT ; i++)

{

madm.setDecisionWeight(i, dw[i]/tt);

}

<그림 5> 사용자(매수인)가 입력한 부동산 요인과 요도를 처리하는 알고리즘

//규 화(각 변수들의 제곱합의 제곱근)

for(int j = 0 ; j < this.x ; j++)

{

norm[j] = 0;

for (int i = 0 ; i < this.y ; i++)

{

norm[j] = norm[j] + Math.pow(variable[i][j], 2);

}

norm[j] = Math.sqrt(norm[j]);

}

//규 화(각 변수들의 요소치)

for(int j = 0 ; j < this.x; j++)

{

for (int i = 0 ; i < this.y ; i++)

{

result[i][j] = variable[i][j]/norm[j];

}

}

<그림 6> 부동산 요인에 한 규 화 처리 알고리즘

규 화와 엔트로피법을 통해 사용자의 성향

을 최 한 반 하면서도, 아 트 안들을 정

량 으로 비교 평가하여 최 의 안들을 도

출하게 된다. 부동산 MADM 평가 알고리즘

은 자바로 구 하 으며, <그림 5>부터 <그

림 7>까지는 MADM 알고리즘을 구 한 일

부 소스이다. 다음 장에서 실험을 통해 본 검

색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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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트로피 방법(확률분포의 합)

for(int j = 0 ; j < this.x ; j++)

{

sum[j] = 0;

for (int i = 0 ; I < this.y ; i++)

{

sum[j] = sum[j] + r[i][j];

//System.out.println(sum[j]);}}

//엔트로피 방법(각 요소치의 확률분포)

for(int j = 0 ; j < this.x ; j++)

{

for (int i = 0 ; i < this.y ; i++)

{

p[i][j] = r[i][j]/sum[j];

//System.out.println(p[i][j]); }}

//엔트로피 방법(정규화된 가 치 w)

for (int j = 0 ; j < this.x ; j++)

{

degreeSum = degreeSum + (1 - e[j]);

}

for (int j = 0 ; j < this.x ; j++)

{

w[j] = (1 - e[j])/degreeSum;

}

<그림 7> 부동산 요인에 한 엔트로피 처리 알고리즘

4. 부동산 통합검색 시스템 실험

4.1 시나리오 설정

본 실험의 목 은 부동산 다속성 통합 검

색 시스템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해서이다. 

이때 검색 시스템의 효용성은 매수인이 입력

한 다양한 조건을 반 하여 상이한 지역의 

아 트 후보들  최선의 아 트 선호 안을 

선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 다. 이를 해 

부산 역시 남구와 북구의 2개 지역을 선정

하 고, 실험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 기존 

A사의 부동산 종합정보 웹 사이트에서 제공

되는 추천매물 정보를 이용하 다. 우선 부산

역시 남구의 실제 추천매물 194건, 북구 

183건의 데이터를 본 연구에서 설계한 데이

터베이스에 장하 다. 한 <표 5>에서 제

시한 매수인 검색 조건과 입력값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장하 다. 다음으로 아래의 2가지 시나리오

에 따라 가격에 한 SQL(Structured query 

language)을 실행하 다. 일차 으로 수행된 

검색결과와 매수인이 입력한 검색조건에 

해 본 연구에서 구 된 MADM 알고리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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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색조건 검색조건 입력 값 요도 값

시나리

오 1

지역요인

(2개)

지하철 사용편리성 유 8

등학교 수 유 9

개별요인　

(4개)

면 110～130m
2 10

층수 12～15층 8

방의 개수 3～4개 7

주차 수 2 6

시나리

오 2

지역요인

(7개)

지하철 사용편리성 유 7

버스 사용편리성 유 7

병원 수 유 8

공원 수 유 6

마트 수 유 9

시장 수 유 9

동사무소 유 5

개별요인

(8개)　

면 130～160m
2 10

층수 5～10층 3

향 유 9

방의 개수 4～5개 8

조망권 유 6

체육시설 수 유 5

복지회  수 유 5

건축업체 등 1 7

<표 5> 시나리오별 부동산 검색 조건에 한 입력 값

【시나리오】 

•<표 5>에서 제시된 검색조건과 입력값을 

토 로 부산 역시 남구와 북구에 치한 

아 트  아래의 가격 에 있는 아 트 

매물을 검색 

   ∘소재지：부산 역시 남구, 북구

   ∘아 트 매물(매매) 가격

     (1) 시나리오 1：구매 액 130,000,000～

160,000,000원 사이의 아 트 매물

(매매)

     (2) 시나리오 2：구매 액 190,000,000～

220,000,000원 사이의 아 트 매물

(매매)

로 아 트 결과 안을 분석하 다.

4.2 결과분석

<표 6>에서는 시나리오 1에 해 북구와 

남구지역의 부동산 요인별 가 치 값을 살펴

볼 수 있다. MADM을 통해서 도출된 가 치 

값은 매수인이 입력한 요도 값과 아 트 

후보지의 요인별 값이 함께 반 된 결과이다. 

<그림 8>에서는 시나리오 1에 해 북구와 

남구지역 부동산 요인별 요도와 가 치 값

을 비교분석하 다. <그림 8>을 살펴보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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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요인 지하철 학군 면 (㎡) 층 방개수 주차수 매매가

북구지역의 
가 치 값

0.1197
(4)

0.0724
(7) 

0.1133
(5)

0.2370
(1) 

0.1383
(3)

0.0948
(6)

0.2246
(2) 

남구지역의 
가 치 값

0.1517 
(3) 

0.1020 
(6)

0.1145 
(5) 

0.2055 
(2) 

0.0632 
(7) 

0.1378 
(4) 

0.2253 
(1) 

주) (  )：지역별 가 치 값 순 .

<표 6> 시나리오 1의 북구, 남구지역 부동산 요인별 가 치 값

<그림 8> 시나리오 1의 북구, 남구지역 부동산 요인별 요도  가 치 값 비교

동산 검색요인  면 , 학군은 상 으로 

매수인이 직  입력한 요도 값에 비해 가

치 값이 낮게 도출되었다. 이는 남구와 북

구지역의 엔트로피가 낮다는 의미로써, 부동

산 안간에 데이터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

이다. 즉, 부동산 검색요인  층수와 주차수

와 비교하여 상 으로 후보지 안간 변별

력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이에반해 층수와 주

차 수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입력한 요도 

값에 비해 가 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 트 후보지 값 간에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이며, 이는 아 트 후보지간 두 검색요건의 

데이터간 편차가 크게 발생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아 트 매매가의 경우, 매수인 요도

와 가 치가 모두 높으므로, 부동산 후보지간 

최  후보지 결정에 매우 요한 요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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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순 　 소재지 아 트명 매매가(만원) MADM

북구

1 화명동 벽산강변타운 13,000 0.0368 

2 화명동 화명 림타운 13,000 0.0346 

3 화명동 화명 림타운 13,400 0.0334 

4 화명동 화명 림타운 13,500 0.0331 

5 화명동 화명 림타운 13,000 0.0320 

6 화명동 삼한힐 크 13,400 0.0318 

7 구포동 13,000 0.0315 

8 화명동 화명코오롱 14,300 0.0306 

9 화명동 롯데낙천 14,500 0.0303 

10 화명동 롯데낙천 14,600 0.0300 

남구

1 용당동 I`PARK 13,000 0.0644 

2 용당동 I`PARK 13,800 0.0601 

3 문 동 삼성한국형 13,200 0.0535 

4 연동 청구 14,000 0.0530 

5 용호동 LG메트로시티 1차 13,000 0.0511 

6 용호동 LG메트로시티 1차 13,000 0.0511 

7 문 동 문  2차 13,500 0.0503 

8 우암동 앙하이츠 14,000 0.0491 

9 용호동 LG메트로시티 1차 13,500 0.0484 

10 용호동 LG메트로시티 1차 13,500 0.0484 

<표 7> 시나리오 1의 북구, 남구지역 MADM 결과

알 수 있다.

두 지역의 비교에서는 남구가 북구에 비해 

지하철, 학군, 주차수가 좋게 평가되었고, 북

구는 남구에 비해 층수, 방개수에서 높게 평

가되었다. 그리고 면 과 매매가는 두 지역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표 7>과 <그림 9>는 시나리오 1에 해 

북구와 남구지역의 MADM 결과를 살펴 볼 

수 있다. 시나리오 1에 해 130,000,000～

160,000,000원사이의 아 트 매물을 검색한 

결과, 북구지역은 45건, 남구지역은 23건의 

결과가 도출되었고, 이에 해 MADM을 수

행하 다. 여기서는 두 지역의 MADM 상  

10  결과를 <표 7>에서 표시하 다. 북구지

역의 경우, 부분 화명동 소재지의 아 트가 

최 의 후보지로 도출되었고, 남구지역의 경

우, 용당동, 문 동, 연동, 용호동, 우암동 

소재지의 아 트가 골고루 도출되었다. 두 지

역의 MADM을 함께 비교해 보았을 때, 북구

지역보다는 남구지역의 부동산 후보지가 높

게 도출되어 매수인의 검색요인을 더 만족시

키고 있음을 보여 다.

<표 8>과 <그림 10>은 시나리오 2에 

한 두 지역의 요인별 요도와 가 치 값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10>을 살펴보면, 부

동산 검색요인  일상용품 구매 편리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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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나리오 1의 북구, 남구지역 매매가  MADM 결과 비교

부동산 요인 지하철 버스 병원 공원 마트 시장
공공
행정

면 층수 향 방개수 조망 체육시설복지회 건설업체 매매가

북구지역 가 치 값
0.088
(3)

0.057
(5)

0.01
(12)

0.007
(14)

0.221
(2)

0.289
(1)

0.006
(15)

0.082
(4)

0.012
(11)

0.054
(7)

0.048
(8)

0.042
(9)

0.006
(15)

0.013
(10)

0.009
(13)

0.057
(5)

남구지역 가 치 값
0.0109
(12)

0.0678
(6)

0.0182
(10)

0.0186
(9)

0.1153
(3)

0.2897
(1)

0.0074
(14)

0.1551
(2)

0.0198
(8)

0.1153
(3)

0.0181
(11)

0.0361
(7)

0.0061
(15)

0.0108
(13)

0.0058
(16)

0.1051
(5)

주) (  )：지역별 가 치 값 순 .

<표 8> 시나리오 2의 북구, 남구지역 부동산 요인별 가 치 값

장, 마트 요소)이 매우 요한 요인으로 평가

되었다. 이는 사용자의 요도 값이 높게 반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후보지간 일상

용품 구매 편리성에 한 엔트로피가 매우 

높아, 후보지간 데이터 편차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북구지역의 경우, 일상용품 구매 편

리성, 교통 이용 편리성, 면 , 매매가 순

으로 요도가 도출되었고, 남구지역은 일상

용품 구매 편리성, 면 , 향, 매매가 순으로 

요도가 도출되었다. 두 지역을 함께 비교해 

보았을 때, 북구지역은 남구지역에 비해 지하

철 이용편리성, 형마트의 수, 방 개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남구지역은 북구지역에 

비해 면 , 향, 매매가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표 9>와 <그림 11>은 시나리오 2에 

한 두 지역의 MADM 결과를 볼 수 있다. 시

나리오 2에서 190,000,000～220,000,000원 사

이의 아 트 매물을 검색한 결과, 북구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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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시나리오 2의 북구, 남구지역 부동산 요인별 요도  가 치 값 비교

<표 9> 시나리오 2의 북구, 남구지역 MADM 결과

지역 순 　 소재지 아 트명 매매가(만원) MADM

북구

1 화명동 림 용 21,000 0.4240 

2 덕천동 덕천삼정그린코아 20,500 0.1355 

3 화명동 롯데낙천 20,000 0.0526 

4 화명동 코오롱2차 21,000 0.0448 

5 화명동 롯데낙천 19,500 0.0446 

6 화명동 림 용 21,500 0.0431 

7 화명동 우이안 20,000 0.0365 

8 화명동 롯데낙천 21,500 0.0349 

9 화명동 림 용 22,000 0.0339 

10 화명동 코오롱2차 20,500 0.0254 

남구

1 연동 청구 22,000 0.1671 

2 연동 연푸르지오 21,000 0.1585 

3 용호동 LG메트로시티1차 21,600 0.0650 

4 문 동 삼성힐타워 21,000 0.0630 

5 문 동 씨티 라자 19,000 0.0500 

6 용호동 LG메트로시티5차 20,500 0.0496 

7 문 동 삼성힐타워 20,900 0.0462 

8 용호동 LG메트로시티1차 22,000 0.0461 

9 용호동 LG메트로시티5차 21,000 0.0446 

10 용호동 LG메트로시티5차 21,000 0.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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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시나리오 2의 북구, 남구지역 매매가  MADM 결과 비교

19건, 남구지역은 20건의 결과가 도출되었으

나, 시나리오 1과 같이 두 지역의 MADM 상

 10  결과만을 비교하 다. <그림 11>를 

살펴보면, 북구지역 MADM 상  1  아 트

의 만족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시나리

오 1과 비교해 보았을 때, 부동산 가격결정요

인이 16개로 증가되더라도 이를 모두 반 할 

수 있는 최 의 아 트 후보지를 도출하고 

있음을 보여 다.

5. 결론  향후연구

본 다속성 통합 검색 시스템은 매수인의 탐

색비용을 감시키고, 매수 아 트 탐색 시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을 용이하게 해 다. 

한 한번 검색 시에 여러 지역의 부동산 후보

들을 함께 비교․분석할 수 있다. 기존의 부

동산 웹 사이트는 이러한 지역분석과 개별분

석을 매수인이 직  탐색함으로써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원하는 부동산 후

보지를 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동산의 가

격 결정에 향을 미치는 지역요인과 개별요

인이 지 까지 매도인  개자 입장에서 

제공되었으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효율  

검색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높은 탐색비용과 

비효율성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본 통합 

검색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왜냐하면 본 시스템을 통해 

가격결정요인인 지역요소와 개별요소 그리고 

매매가격을 함께 고려하여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본 검색 시스템은 최선책의 후

보지뿐 아니라, 차선책의 체 후보지들을 함

께 제공해 으로써 사용자의 만족도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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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것으로 기 한다. 한 부동산의 가격결

정요인을 고려하여 가격을 도출함으로써 부

동산 거품 가격을 제거하는 역할까지 가능해

진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이 에 제시되거

나 시도되지 못했던 부동산 검색에 한 새

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재 정부의 정책에 의해 부동산 매매가격

의 실 거래가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에 한걸음 진일보하여 웹 사이트, 에

이 트 시스템과 같은 정보시스템에 부동산 

가격형성요인을 체계 으로 입력하도록 함으

로써 투명성 있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 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다양한 부동산 검

색조건을 만족하는 련 정보 수집이었다. 국

내 부동산 웹 사이트의 경우, 매우 방 한 자

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입력 값이 제각각

이었다. 이는 부동산 개인이 직  입력하는 

경우가 부분인데, 부동산 정보에 한 표

이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본 

검색 시스템에 활용된 데이터 건수가 모두 

377건으로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재 국내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부동산 정보의 표

화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검색

시스템의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기 한다. 

다음으로 본 검색 시스템의 활용  측면이

다. 본 검색 시스템이 부동산 시장에서 활용

되기 해서는 웹 기반의 검색 시스템과 GIS 

기술이 목되어야 할 것이다. 재 북미시장

과 일본시장에서는 GIS 기술과 멀티미디어 

요소가 목된 규모의 부동산 정보 시스템

이 상용화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연구 

수 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본 검색 시스템의 장 은 사용자가 

입력한 부동산 가격결정 요인을 최 한 반

하여 부동산 후보지를 평가함으로써 사용자의 

탐색시간을 이는데 있다. 이는 기존의 검색

시스템이 검색조건 입력값과 정확히 일치해

야하는 디 토리 검색 방식  이진(boolean) 

정보 검색보다 확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본 검색시스템

의 활용성을 증진시키기 해 웹 기반의 부

동산 검색시스템을 개발하고, 실험 데이터의 

확장과 본 연구결과에 해 매수인의 만족도

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 과 부동산 신뢰

지수를 함께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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