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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매매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의 필요성

앞으로 5년 안에 안드로이드[4] 스마트 폰이나 넷북 같

은 모바일 기기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사람이 데스크톱으

로 접속하는 사람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되며 기존의

PC중심의 인터넷 생태계가 향후 5년 안에 모바일 생태계

로 재편성 되고, 무선인터넷은 어떤 기술 사이클보다 빠르

게 발전할 것이다[1]. 이러한 동향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

를 쉽게 얻도록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늘어나면서

부동산시장에도 ‘스마트’ 바람이 불고 있다[2].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의

웹 사이트에 등록되어있는 매물의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정도가 대부분이며 중개인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

여 매물을 등록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제한적이다.

또, 중개업자와 소비자 모두 불만이 크고, 중개업자만 이

득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존 부동산 거래 사이트

와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허위 매물

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3]을 최소화하고, 중개업자가 언제

어디서나 매물을 즉시 등록할 수 있고, 소비자와 중개업자

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콘텐

츠를 기획하고자 한다.

2. 콘텐츠 기획의 목적 기능

본 논문에서는 중개인 또는 매물 거래를 원하는 일반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매물을 동영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여 사진

과 글로만 매물을 설명하는 기존의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들과 차별성을 두도록 하며, 또한 다양한 검색과 정렬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매물을 편리하

고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허위 매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허위

매물 규제 제도 기능을 기획하였다. 첫 번째로 중개인에

대한 신뢰 점수를 주어 일반 사용자가 신뢰 점수를 보고

중개인에 대한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

째로 거래 완료 후 삭제되지 않은 매물로 인해 생기는 허

위 매물을 차단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에서 매물들을 리

스팅 할 때 등록한 지 3주가 지난 매물은 자동으로 제외

하고 보여주도록 한다. 그림 1은 상세 정보 예상 화면이

며, 그림 2은 허위 매물을 신고하는 예상 화면이다.

           

그림 1. 상세 정보 그림 2. 허위 매물 신고

3.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매매를 위한 안드로이드 애플리

케이션 콘텐츠를 기획하였다. 기존의 애플리케이션과는 달

리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와 중개업자를 모두 만족시키고자 하였다. 향후 기획한 콘

텐츠를 바탕으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소비자와 중개업자

등 모든 사용자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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