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IAEBS Vol.13, No.6, December pp. 580-589

Received: December 4, 2019

Revised: December 27, 2019

Accepted: December 30, 2019

Ⓒ 2019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ural 
Sustainable Environment and Building System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

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
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ournal of KIAEBS 2019 December, 13(6): 580-589

https://doi.org/10.22696/jkiaebs.20190050

pISSN : 1976-6483

eISSN : 2586-0666

OPEN ACCESS

580 ∙ Journal of KIAEBS Vol. 13, No. 6, 2019

RESEARCH ARTICLE

거주자 만족도 온라인 조사 시스템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이종원1*ㆍ김덕우2ㆍ이승언3

1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생활연구본부 전임연구원,2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생활연구본부 수석연구원,
3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민생활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Research on Comparison and Analysis of Online 

Occupant Satisfaction Survey System focusing on 

Post-Occupancy Evaluation
Lee, Jong-Won1*ㆍKim, Deuk-Woo2ㆍLee, Seung-Eon3

1Research Specialist, Department of Living and Built Environment Research,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Goyang, Korea
2Se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Living and Built Environment Research,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Goyang, Korea
3Senior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Living and Built Environment Research,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Goyang, Korea

*Corresponding author: Lee, Jong-Won, Tel: +82-31-910-0723, E-mail: jongwonlee@kict.re.kr

ABSTRACT

Post-occupancy evaluation (POE) is an important value judgment that improves the quality of 

building performance. Previous studies have generally conducted field surveys and individual 

interviews by the survey investigator in person. So there is a limit in time and cost and most of the 

POEs are one-off studies in the limited buildings. In order to overcome above limitations, diverse 

online occupant satisfaction survey systems have been developed with IEQ questionnaire design and 

data accumulation for benchmark analysis over the world. In this study, the most widely online 

occupant satisfaction survey systems are compared and analyzed: (1) Occupant Survey Toolkit of 

Center for the Built Environment (CBE) at UC Berkeley of the U.S., (2) Building Use Studies (BUS) 

methodology of the United Kingdom, (3) Building Occupants Survey System Australia (BOSSA) 

system of Australia. Based on the results of each item`s comparativ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 

direction how to develop the Korean online occupant satisfaction survey system. The proposed 

suggestion will be useful to systematize and build a database of occupant satisfaction survey.

주요어 : 거주 후 평가, 거주자 만족도 조사, 실내환경성능, 거주자 만족도 온라인 조사 시스템, 
웹기반 설문조사

Keywords: Post-Occupancy Evaluation (POE), Occupant Satisfaction Survey,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IEQ), Online Occupant Satisfaction Survey System, Web-based survey

서 론

거주 후 평가(Post-Occupancy Evaluation, 이하 POE)는 거주자/설계자/시공자에게 전주

기적인 관점에서 건축물의 기능적 평가와 실제 요구된 사항을 묻는 일련의 프로세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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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를 통해 건축물에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기존 시설의 개선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 설

계, 시설 관리를 향상 시킬 수 있다(Zagreus et al., 2004). 실제 시설의 운영, 건물의 사용, 유지 

관리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거주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거주 후 평가의 필수적인 정보 확보 과

정이다. 거주 후 평가는 실제로 건물이 설계에서 의도된 바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

장 성능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전주기적인 운영관리 관점에서도 거주자의 쾌적, 건강 및 생산

성 간 균형을 맞추려는 가치판단의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Leaman and Bordass, 2000).

기존의 거주 후 평가는 주로, 현장조사와 개별면담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Preiser et 

al., 2017) 이와 같은 방식은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투입되는 비용도 높았다. 뿐만 아니라 대상 

건물이 생애주기 동안 반복되어 평가되지 못하고, 한시적으로 평가되어 왔다(Zimring and 

Rosenheck, 2001; Huizenga et al., 2002; Leaman, 2003). 이러한 비용-효율성 문제와 한시

적 특징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시스템의 구축 연구가 1990년대부터 주요국에서 시작

되었다(Huizenga et al., 2002). 적절한 설문 문항과 유저인터페이스가 갖추어진 온라인 설문

시스템은 설문 응답 정보를 빠르고 수월하게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기존 종이 설문조

사에 비해 조사시간을 단축시키고 소요비용을 크게 경감시켜주었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베

이스를 활용하여 문항별, 기간별, 건물유형별로 응답결과를 손쉽게 가공·분석할 수 있다.

국내 POE 관련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주요국의 온라인 설문시스템의 구축 연구

가 시작된 시기(1990년대)와 유사하다. 그러나 2019년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상 건

축물 유형만 증가하였을 뿐, 여전히 한시적으로 설문·측정·평가하는 것에 그쳤다(이영선 외, 

2016; 김도연 외, 2018; 설욱제 외, 2018). 이용민과 권오정(2011)은 POE 설문 정보 체계(데

이터베이스화 등)에 대한 니즈가 있음을 언급하였고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강현

빈 외(2017)는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ning)을 통해 새로운 거주 후 평가방법을 제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하나의 집단 정보이

므로, 건축물별로 데이터가 연계되어 쌓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거주자 만족도 온라인 조사 시스템 설계,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개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응용한 실용화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Li et al., 

2018). 아직 국내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축적형 POE 연구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건축물별로 

수집된 정보를 연계 축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국형 거주자 만족도 온라인 조

사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한국형 거주자 만족도 온라인 

조사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외 거주자 만족도 온라인 조사 시스템 벤치마킹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주요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된

(Cândido et al., 2013; Li et al., 2018) 거주자 만족도 온라인 조사 시스템 관련 연구 자료들을 

비교분석하고자한다: (1) 미국의 UC Berkely의 Occupant Survey Toolkit of the Center for 

the Built Environment(이하 CBE), (2) 영국의 Building Use Studies methodology(이하 

BUS), (3) 호주의 Building Occupants Survey System Australia(이하 BOSSA). 이를 통해 

각 시스템간의 공통점, 차별성을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한국형 거주자 만족도 온라인 조사 시

스템 개발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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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만족도 온라인 조사 시스템

CBE’s Occupant Survey Toolkit

CBE가 거주자 만족도와 관련이 깊은 거주자 쾌적성(occupant comfort)에 대한 연구를 시

작한 것은 1993년 PG&E 사무실 대상의 Advanced Office Systems Test-bed (AOST)를 적

용한 연구에서부터이다(Bauman and McClintock, 1993). CBE는 기존 거주자 만족도 조사

를 위해 종이 기반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나 2000년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개발하면서 기존 대비 저비용으로 설문조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Eisenhower, 2000; 

Zagreus et al., 2004).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수많은 건축물 사례들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마

주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CBE는 현재 “Occupant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Survey and Building Benchmarking” 프로젝트를 통해 설문문항개발 

컨설팅과 온라인 시스템 개발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CBE, 2019). 미국 조달청(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등 많은 기관들이 CBE의 웹기반 거주자 만족도 설문을 사용하고 있

으며 EcoSmart 및 ASHRAE의 Performance Measurement Protocol (PMP)와 같은 일부 프로

토콜은 CBE 온라인 설문조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Li et al., 2018). 

초기 CBE의 온라인 설문조사는 중점 평가 카테고리를 7가지로 구분하였고, 7점 리커트 척

도로 평가하였다. 현재는 중점 설문으로 건물일반(General Building)과 근무공간(General 

Workspace) 카테고리가 통합 추가되어 실내공기질(Air Quality), 조명(Lighting), 유지관리

(Maintenance), 가구(Office Furnishings), 소음(Acoustic Quality), 열쾌적(Thermal Comfort), 

공간배치(Office Layout)과 함께 총 9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건물유형과 특징에 따라 보조 설문 

카테고리(접근성[Accessibility], 건물과 부지 [Building and grounds], 공조팬[Ceiling fans] 

등)를 추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부적으로 거주자 만족도를 분석하고 있다. 

9가지 중점 설문은 일반적으로 5-12분이 소요되며, 추가 모듈 설문을 포함해도 총 20분이 넘지 

않게 문항 수가 설계되어 응답률과 설문 완료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였다. CBE는 영어뿐만 아

니라 총 7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초기 설문개발 당시부터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국가에서도 

활용하였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1,200개 이상의 건물에서 100,000명 이상의 거주자 만족도 응답

이 취합되었으며 비슷한 건물 간 평균값들을 기준으로 건물 간 벤치마킹(benchmarking) 분석을 지원

하고 있다(Li et al., 2018). CBE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보면 온라인 설문조사 명칭은 “Web-based 

occupant satisfaction survey”으로 2000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A web-based POE tool for 

measuring indoor environmental quality”(2004년), “Web-based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survey”(2004년)로 쓰이다가 현재에는 Occupant Survey Toolkit(2019년 기준)으로 명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총 6가지의 건물유형(사무소, 의료시설, 학교, 연구소, 대학교,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의료시설은 2016년 여름에 추가되었다. 

BUS methodology

Building Use Studies (BUS) methodology는 영국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거주자 만족도 온라인 조사 시스템 중 하나이다(Burge et al., 1991). 초기 

설문조사는 Office Environment Survey (OES)에서 개발되었으며(Wilson and Hedge,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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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the Chartered Institution of Building Services Engineers (CIBSE)의 Post-occupancy 

Review of Buildings and their Engineering (PROBE) 프로젝트에서 고도화 되었다(Leaman 

and Bordass, 2001). BUS의 Adrian Leaman과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BRE)의 

Gary Raw가 OES의 지속적인 설문문항 고도화 연구를 이끌었으며 2002년까지 PROBE 연구는 

지속되었다(Bunn and Marjanovic-Halburd, 2017). PROBE 프로젝트의 BUS 문항들이 현재 설

문조사문항에 토대가 되었으며 기본적으로 리커트 7점 척도를 따르고 있다. 

글로벌 건축·토목 컨설팅 업체인 Arup은 BUS Methodology을 2009년에 인수하였으며 

2013년 BUS Partner Network를 구성하여 비즈니스모델을 구축하였다(BUS Methodlogy, 

2019). BUS methodology는 크게 국외 버전과 국내 버전으로 나누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기본 설문조사 항목으로는 열쾌적(thermal comfort), 환기(ventilation), 실내공기질(indoor air 

quality), 조명과 소음(lighting and noise), 개인별제어(personal control), 공간(space), 디자인

(design), 시각적 이미지와 요구사항(image and needs)이 있다. 관련 건물 현황 및 컨설팅 요구

에 따라 맞춤형 설문조사 항목을 개발하고 있다. 설문비용은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건물의 주변 환경, 건물 개수, 목적, 범위 등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BOSSA System

BOSSA는 호주의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거주자 만족도 수집 및 평가 시스템이다. 

CBE, BUS와 마찬가지로 설계 문항, 수집 데이터 등 관련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된다. BOSSA 프로

젝트는 2011년 호주연구재단(Australian Research Council)과 산업계 협업기관들에 연구비를 지원

받아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시드니대학교와 시드니 공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BOSSA, 2019). 

BOSSA 시스템은 BOSSA Time-Lapse(웹기반 거주자 만족도 설문 도구), BOSSA Building 

Metrics(유사 건물과 만족도 비교평가 도구 [벤치마킹]), BOSSA Snap-Shot questionnaire(현장 측

정과 결합된 설문 도구) 3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BOSSA Time-Lapse는 IEQ 관련 주요 9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BOSSA Snap-Shot은 기존의 정성적인 평가방법만을 고려한 점을 극복하

기 위해, BOSSA Nova cart에서 센싱된 데이터와 함께 연계 분석하는 도구이다. BOSSA Nova 

cart는 온열쾌적성, 실내공기질, 소음, 조도 측정에 필요한 다수의 센서(흑구온도, 습도, 조도, 소

음 등)를 장착한 현장 측정 장비이다. BOSSA Time-Lapse에서 응답된 결과를 Snap-Shot에서 

수집 및 계측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차 분석이 가능하다(Candido et al., 2016).

BOSSA는 호주 그린빌딩협회와 뉴질랜드 그린빌딩협회에서 인증하는 호주국가 주거평

가시스템(National Australian Built Environment Rating Scheme, NABERS)과 Green Star 

Performance에서 사용되고 있다(NABERS, 2015; GBCA, 2015). 설문지 작성시간은 일반

적으로 6~7분이 소요되며 만족도 문항은 CBE, BUS의 온라인 거주자 만족도 평가시스템과 

동일한 리커트 7점 척도를 따른다. 

온라인 거주자 만족도 설문조사 시스템 비교 분석

본 절에서는 Table 1과 같이 CBE, BUS, BOSSA의 주요 항목간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다양한 참고 문헌을 바탕으로 세 시스템 간 비교가 가능한 공통항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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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하였으며 한국형 거주자 만족도 온라인 조사 시스템 개발 방향을 정립하는데 우선 살펴

봐야할 항목으로 표를 작성하였다. 

∙ (개발시기, 지역, 언어) 우선, 온라인 거주자 만족도 설문조사 시스템 개념을 가장 먼저 도입

한 곳은 영국의 BUS Methodology였다. BUS Methodology는 CIBSE의 PROBE 연구를 통

해 1995년부터 POE 측정을 위한 설문문항 개발을 착수하였다. CBE는 그 이후인 2000년을 

기점으로 온라인 거주자 만족도 시스템을 개발하여 북미를 중심에서 유럽과 호주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이에 비해 BOSSA는 2011년부터 호주국가 주거

평가시스템(NABERS)과의 연계를 통해 거주자 만족도 시스템 설계를 시작하였으며 2013

년부터 학술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하였다(Cândido et al., 2013). 시스템 기본 서비스 제공언

어는 세 시스템의 개발 국가 모국어인 영어이며 국제적인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언어로도 제

공하고 있다. 아시아권의 언어로는 BUS에서 제공하는 일본어가 유일하였다. 

∙ (건물유형별 벤치마킹) 세 시스템은 공통적으로 초기에는 데이터 축적에 집중하며, 일정 시간 

경과 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유사 건물과 상대평가하는(벤치마킹) 기능을 제공하

고 있다. 벤치마킹 가능한 공통적인 건물유형은 업무시설이며, CBE와 BUS는 다양한 건물유

형에 대해서도 벤치마킹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각 건물유형별로 데이터를 축적해오고 있다. 

∙ (산업계 협력 및 비용) 모든 시스템은 공통적으로 산업계와 협업을 구성하여 데이터 축적 

체계를 갖추었다. CBE는 매년 정기적으로 2회(하절기, 동절기) 세미나를 열어 참여 기업

들 간의 벤치마크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US는 BUS Partner Portal 클

라우드를 통해 기업이 직접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 툴이나 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제공한다. BUS 시스템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쾌적성을 넘어 건강까지 반영하는 

새로운 조사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다. 설문비용은 CBE의 경우 협업사는 기본적으로 무료

로 제공되나, 비협업사에 경우 $1,200을 시작으로 추가 모듈 설문항목에 따라 $300씩 부과

하고 있다(CBE, 2019). BUS와 BOSSA는 구체적 비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CBE와 마

찬가지로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 (설문항목 설계) 모든 시스템들은 기본적으로 열쾌적(Thermal Comfort), 실내공기질

(Indoor Air Quality), 빛(Lighting), 소음(Acoustic Quality)을 IEQ 평가항목으로 사용하

고 있다. 각 평가 대상 건물별로 추가적인 설문문항 추가 모듈 개발을 통해 다양한 요소들

을 제공하고 있다. CBE의 설문항목은 ASHRAE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BUS는 

설문항목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설문항목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 정

보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BOSSA에서는 31개 문항요소들 간 주성분 분석

을 통해 IEQ 9개의 대표 항목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각 31개 문항의 내부 일관성 계수

(Cronbach’s alpha) 분석을 실시·검증하였고, 각 항목 간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Candido et al., 2016). CBE는 Survey Research Center at UC Berkeley와 함께 인지적 면

담방법을 통해 설문문항 작성시간을 최소화하고 응답자의 응답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설문

문항개발에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다(Eisenhower, 2000). 또한, 세 시스템 모두 만족도 항

목들은 리커트 7점 척도를 따르며 –(불만족)3 ~ +(만족)3의 점수로 만족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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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및 정책 연계성) 모든 시스템의 항목과 결과는 다양한 건물인증제도와 연계가 되도

록 설계가 되었으며 특히 세 시스템 모두 WELL Building Standard과 연계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연계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응답자들의 응답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또한, 거주자 만족도 조사결과를 운영관리 단계뿐만 아니라 계획단계까지 전

주기적인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Table 1. Comparison and Analysis of Online Occupant Satisfaction Survey System 

CBE’s Occupant Survey 

Toolkit
BUS Methodology BOSSA System

Year 2000~ 1990’s~ 2011~

Area International service focusing 

on America

International service 

focusing on Europe

International service 

focusing on Australia and 

New Zealand

Accumulated 

data

Over 1,200 benchmarked 

surveys worldwide with over 

100,000 individual responses 

(2017.11)

Over 1,000 benchmarked 

surveys worldwide (2018) 

with over 70,000 individual 

responses (2019)

50 buildings of Australia’s

central business district 

office stock (2016)

Building type Office

Healthcare

School

Laboratory

Higher Education

Residential

Office 

Healthcare

School

Laboratory

Higher Education

Residential

Factory

Leisure Center

Office

IEQ 

dimension

(factor)

Depending on Building 

demands

Core Survey : 

General Building, General 

Workspace, Air Quality, 

Lighting, Maintenance, 

Office Furnishings, Acoustic 

Quality, Thermal Comfort, 

Office Layout (2019)

Depending on Building 

demands

Core Survey :

Up to 45 questions

Thermal comfort, 

Ventilation, Indoor air 

quality, Lighting and noise, 

Personal control, Space, 

Design, 

Image and needs (2014)

Depending on Building 

demands

Core Survey : 

Spatial comfort, Indoor air 

quality, Individual space, 

Thermal comfort, Noise 

distraction and privacy, 

Visual comfort, Connection 

to outdoor environment, 

Building image, 

Maintenance (2016)

Rating-scale 7-point scale ranging from "very satisfied" to "very dissatisfied", midpoint for neither good nor bad

Price CBE Partner : $0

Non-Partner Attendee 

Category Survey Registration 

: $1,200.00 

Adding existing module 

(per module; 3 max.) : $300

Charged by the scale and 

purpose of the project.

Charged by the scale and 

purpose of the project.

Time cost Core survey : 5-12 minutes

Including several customized 

modules : up to 20 minutes

Depending on survey 6-7 min

Related 

building 

certification 

programs*

USGBC (U.S. Green 

Building Council)’s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BREEAM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NAERS (National 

Australian Built 

Environment Rating 

System)

*all online occupant survey systems mention that the tool and system can be used to fulfill requirements for WELL Building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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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현재 대부분의 국내 POE연구는 단편적인 평가 연구에 치중되어왔으며 응답결과를 축적

하고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 만족

도 온라인 조사 시스템 관련 해외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주요국에서 개발된 세 가지 시스템(미

국의 CBE, 영국의 BUS, 호주의 BOSSA)의 비교분석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형 거주자 만족도 온라인 조사 시스템 개발 방향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가진다.

CBE, BUS, BOSSA 시스템은 북미, 유럽 및 호주지역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IEQ 

관련 거주자 만족도 데이터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축적 및 분석되고 있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 건축물 간 벤치마킹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를 참고하

여 국내 건축물에도 곧바로 적용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북미, 유럽 및 호주 지역과의 기

후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건축물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의 직접 도입 및 적용은 다

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한국형 거주자 만족도 온라인 조사 시스템 개발 방향

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향후 “거주자 만족도 설문 및 응답 정보 체계화”의 기반이 될 수 있

을 것이라 기대한다. 

∙ (개발시기, 지역, 언어) 한국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중부, 남부지방의 기후를 고려한 지역별 

건축물 데이터를 분류, 수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시군구 단위별로도 그룹화하여 

유사 군별, 집단별 클러스터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집단내 상대 평가를 위한 기초 분류 

작업이다. 또한 서비스 언어로 기본적인 한국어와 전 세계 공용되는 영어, 아시아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중국어, 일본어 등 제공을 고려한다면 아시아지역을 기반으로 한 거주자 만

족도 온라인 조사 시스템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건물유형별 벤치마킹) 상대적인 거주자 만족도 평가를 위해 건물별 거주자 만족도 DB축

적을 통해 유형별 고도화된 벤치마킹 통계기법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건축

물 대장을 기준으로 주용도가 동일한 건물을 대상으로 설문 카테고리별 상대평가를 통해

서 자신의 건물에 상대적 순위를 판단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지역별, 언어별 기초 

분류작업 선행 필요). 또한, CBE, BUS, BOSSA 시스템에서 공동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건

물유형인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데이터 축적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 (산업계 협력 및 비용) 모든 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듯이 학술적인 연구를 넘어 산업계와 

지속적인 협업관계를 확대하여 계획, 시공, 인증,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관리에 반영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매매·임대 거래 시 거주자 만족도 이

력 정보가 하나의 부속정보로 조회되어, 수요자의 가치판단 도구로써의 활용되는 서비스

를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해외 사례에 경우 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서비스를 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 방안, 시스템 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 

∙ (설문항목 설계) CBE, BUS, BOSSA의 웹기반 설문조사 문항은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한 문항이므로 설문문항 설계 시 항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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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기후(중부, 남부)와 건축물의 특성(용도, 규모, 구조 등)별로 분석할 수 있는 합의된 설문문

항 설계체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 세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커트 

7점 척도가 국내 상황에 적합한 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델파이 분석 등)가 필요하다. 

∙ (인증 및 정책 연계성) 주요국 POE연구는 LEED, BREEAM 등 친환경건물인증제도와 연

계하여 실내환경성능의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녹색건축인증제도인 

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와 연계하여 맞춤형으

로 POE 연구가 진행된 경우는 미미하다. 이에 G-SEED 인증 건축물과의 연계 체계를 고려

하여 한국형 거주자 만족도 온라인 조사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토부

(2019)는 ‘제로에너지건축 보급확산 방안’을 통해 2020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의 단계적 

확산을 위한 세부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제로에너지건축 제도적 여건변화에 발맞

추어 제안하는 한국형 조사 시스템을 개발해나간다면 데이터기반 정책점검 및 실행계획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한국형 거주자 만족도 온라인 조사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건축물대

장 DB 연계, 설문지 구조화, 응답 데이터 체계화, UI/UX 디자인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데

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설문조사 시스템에 핵심사항인 설문항

목 설계 연구를 위해 각 시스템 별 세부적인 설문항목과 방법론 고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설

문항목 인자별 상관관계분석 및 건물유형별 맞춤형 설문 측정방법 등 설문문항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설문문항의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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