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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0년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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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이나 토지, 도로, 방재 등 다방면에서 GIS의 효과성이 입증됨에 따라 최근 들어 상권이나 고객, 영업 관리 등에 
GIS를 도입하여 시장분석 및 영업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민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날로 치열
해지고 있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 속에서 K사가 정교한 상권 및 고객 분석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GIS 영업정보 시스템
을 구축 한 전 과정과 영업현장에서의 시스템 활용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전사적으로 시스템을 오픈한 후 지사들로부
터의 반응은 담당 관할구역에 대한 경쟁상황 파악 및 일/월 추세조회가 용이해 졌고, 왜곡되지 않은 실제 데이터를 제
공받아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한 타겟 고객 선정이 가능해졌으며, 동별 시설분포와 같은 시설물 관련정보를 영업활동
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과정과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향후 GIS 영업정
보시스템 구축을 고려하고 있는 타 조직이나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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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유형 : 국문일반

1. 서론

최근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

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보다 빠르고 손쉽게 취득하

여 기업의 의사결정을 효과 으로 지원하고자 하

는 요구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에 장된 지도 데이터와 기업 내ㆍ외부에서 수집

한 각종 통계  실  데이터를 체계 으로 축

하고 결합하여 높은 수 의 공간 정보를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하는 GIS가 정교

한 상권  고객 분석을 필요로 하는 많은 기업들

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내 GIS 시장은 민간부문으로부터 성장한 외

국과 달리 국가주도 아래 1990년  반부터 추진

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계기

로 성장하 으며, 이후 주로 앙부처  지자체를 

심으로 한 GIS 시스템 구축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토지 리나 도시계획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

행되었는데, 토지 리의 경우 토지에 한 실제 이

용 황과 소유자, 거래, 지가, 개발, 이용제한 등에 

한 각종 데이터를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함

으로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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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제공하 다. 한 각종 토지이용 계획수립 시 

다양한 시나리오 검색을 가능하게 하 다. 도시계

획 분야에서는 도시화 상에 의해 발생하는 인구, 

교통, 건물, 환경 등에 한 정보를 구축하여 도시

황 악, 도시계획 수립, 도시정비  도시기반 

시설물 리에 활용하 다. 이 밖에도 지상과 지하

에 복잡하게 얽 있는 각종 시설물에 한 치정

보와 이와 련된 시공자, 시설물 특징, 재질, 설계

도면 등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시설물 통

합 리, 하천  강우 정보 등을 통한 재해방지 

로그램 등에도 용하 다. 한 교통개선 계획, 

교통시설물 리, 도로 유지보수 등의 종합 인 교

통  도로 리 분야와 수질과 기, 폐기물 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환경 향평가와 오시

설 입지선정 등에 활용하는 환경 리 분야 등에서 

활발히 도입되었다(이상일, 2008; Sharma, 2008; 

GIS 마당, 2011; SG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 2011).

이처럼 GIS가 공공사업 분야에 목되어 많은 

성과를 올인 반면, 민간부문에서의 도입은 과다한 

기 구축비용과 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상

으로 미흡했다고 단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지도  련 소 트웨어의 보 이 가속화됨에 

따라 민간 기업에서도 GIS를 이용하여 경  효율

성을 제고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를 들

어, S카드사는 카드 모집인들의 업활동 지원을 

해 GIS 시스템을 도입하 는데 지도정보에 아

트, 건물, 사업체 정보 등을 연계하여 모집인들

의 활동 동선 리를 최 화하고, 동선 내 가망고객 

정보를 넷북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업기회 발굴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 다(GDS-Korea, 2009C). L

자는 GIS를 이용하여 주권 고객  상권 정보

를 리 에게 제공하 으며(GDS-Korea, 2009A), 

웰빙 가 을 탈 형식으로 매하는 W사는 객

 지평가에 기반한 지국별 성과평가 체계를 확

보하고 지국  코디 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GIS를 도입하 다(박진수와 장남식, 2008). L

마트는 국 70여 개의 포 매출 증 를 목 으

로 단지역을 리하고 캠페인을 효과 으로 시

행하고자 GIS를 도입하 으며, 세 수, 공동주택 

비율, 경쟁사 치 등 GI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 이고 객 으로 신규부

지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 다(GDS- 

Korea, 2010). 가장 최근에는 A화장품이 시  

업 리를 해 GIS 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 는

데 상권  고객 리기능 뿐만 아니라 신규와 기

존 포간의 상호 매출 향도를 지도상에서 측정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간의 갈등 조율을 가능

하게 하 다(GDS-Korea, 2011). B카드사는 기존 

회원의 연체율 평균을 지도상에 구역별로 표 하

여 연체율이 높은 지역의 회원을 집 리하고 신

규회원의 한도를 이를 기 으로 조정하는 리스크 

리 개선을 도모하 으며, 이벤트에 민감한 고객 

들의 분포를 카테고리별, 쿠폰 특성별로 GIS 화면

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외에도 C신문

사는 지국 역의 상권특성과 단 고 고객 황

을 악하여 업활동을 지원하는 상권분석에, C

물류사는 택배 배달경로 최 화를 통한 제  

거  최 화를 해 GIS를 구축하 다(한국개방

형 GIS 연구회, 2002; 오 메이트, 2007; 박진수와 

장남식, 2008).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GIS 구축의 가장 큰 기 효과는 정보 활용에 

있어서 단편 인 정보의 습득보다는 공간정보와 

속성정보의 결합을 통한 종합 인 정보 습득의 용

이  이에 한 분석과 의사결정의 효율  지원

이라 할 수 있다(Pick, 2004).

다른 산업들에 비해 사업자간의 경쟁이 더욱 치

열한 국내 통신시장에서 K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속인터넷, 집 화, 인터넷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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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TV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

인 통신사업자이다. 이 기업은 업  마  활

동에 있어 회선(계약자) 단 에서 고객이나 세  

단 (ARPU1) ARPC2)/ARPH3))로 변화하는 향

후 통신시장의 고객 리 심축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기반 확보의 필요성을 감하 다. 그러나 법

정동 지역단 로 매출  매 황을 제공하는 

기존의 업정보시스템은 동일 지역 내에서도 소

지역별로 서로 상이한 경쟁  고객 황이 존재

하기 때문에 장 업담당이 필요로 하는 구체

인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

다. 따라서 법정동을 보다 세분화하여 소지역으로 

나 고 소지역별 고객실 , 가망 고객, 경쟁 황 

등의 업 황과 FTTH4)와 같은 시설방식별 분

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정보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2009년 K사는 소지역별 차별화된 업 략 수

립을 통한 효과 인 시장분석  타겟 업 지원을 

목 으로 고속 인터넷, 집 화, 인터넷 화, 인터

넷 TV 등 홈 고객을 상으로 하는 GIS 구축 1단

계 사업을 우선 으로 수행하 으며, 2010년에는 

유무선 통합 마  기반 확보를 통한 업기회 발

굴 확 를 목 으로 2단계 유무선 통합 GIS 시스

템 구축을 완료하 다. 이를 해 지역의 특성  

근 성 등을 반 하여 행 법정동 단 의 업

리 지역을 4만 6천여 개의 소지역(블록)으로 나

는 세분화 작업을 하 다. 한 블록별로 내부 실

 정보와 지리 ㆍ환경  외부 정보를 보강한 후, 

블록단 까지 업정보, 고객정보, 지역정보 등을 

GIS 환경에서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홈고객을 상으로 하는 GIS 구

축 1단계 사업을 심으로 K사가 직면하고 있던 

고객  업 리의 황  문제 을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기 해 만든 GIS 업정보시스템의 

구축 과정과 활용방안, 시사  등을 구체 으로 살

펴본다. 

2. 통신시장 환경  A사의 황

2.1 통신시장 환경의 변화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통신시장의 환경은 이동

통신을 제외한 타 서비스의 매출 성장 정체, 사업

자별 유무선서비스 통합, 결합상품 매 증가 등으

로 요약할 수 있다. 

•통신서비스 매출 성장 정체

국내 주요 통신서비스 매출액 추이를 보면 성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동통신을 제외하면 다른 

부문의 서비스들은 성장이 정체되거나 둔화되고 

있다. 2001년에서 2007년까지 이동 화의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10.8%이었으며, 2009년 이동 화 

총 매출액은 19조 856억 원으로 년 비 4.0%로 

성장하 고, 2010년 이동통신 총 가입자 수가 인구

수를 넘어서게 되며 시장 포화상태를 맞이하게 되

었다. 2006년 이후 인터넷 화, 즉 VoIP5)의 확산

1)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 가입자당 평균수익을 뜻한다.
2) ARPC(Average Revenue Per Customer) : 고객당 평균수익을 뜻한다.
3) ARPH(Average Revenue Per Human) : 세대수당 평균수익을 뜻한다.
4) FTTH(Fiver To The Home) : ‘가정 내 광케이블’을 의미하는 광케이블 가입자망 방식으로 초고속 인터넷 설비 방식의 

한 종류이며, FTTP(Fiver To The Premises)라고도 한다.
5)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 음성패킷망을 뜻하며, 초고속 인터넷과 같이 IP망을 기반으로 패킷 데이터를 통해 

음성통화를 구현하는 통신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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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내 화의 가입자 수는 격히 감소하여, 

2009년 시내 화 총 매출액은 2조 9,526억 원으로 

년 비 14.4% 감소하 다. 이는 VoIP가 기존 

시내 화보다 상 으로 요 이 렴하고 특히 

망내 가입자간 통화는 시간에 계없이 통화료가 

부과되지 않는 장 이 있기 때문이다. 한 음성

과 데이터의 결합을 통하여 상통화, 화상회의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다양한 보안 랫폼을 통해 보안성이 높아

져 기업과 공공기 에서도 VoIP를 도입한 사례가 

많다. 그러나 지역 이블 사업자까지 VoIP 시장

에 진입함에 따라 고객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는 양상이며, 결과 으로 VoIP 서비스를 제공

하는 통신사들의 매출 증 에 걸림돌로 작용하

다. IPTV의 경우도 이블 TV를 체할 만큼의 

콘텐츠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 때문

에 가입자가 단기간에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상된다(KISDI 통신정책연구실, 2011; 

KT, 2010).

•사업자별 유무선서비스 통합

얼마 까지만 해도 통신서비스 시장에서는 유

선과 무선이라고 하는 고유 역에서 각각의 분리

된 서비스들이 제공되어 왔다. 그러나 MVPN6), 

VoIP, 무선랜 등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통

신사업자들은 유무선 서비스 통합 뿐만 아니라 고

객 리 략을 재정비하고 련 데이터를 통합하

다. 그러나 유무선 서비스 통합 후 주요 3개 통

신 사업자군의 매출액 비 은 큰 변화 없었다. 

2008년 2월 합병한 SK군은 매출액 비 이 지속

으로 소폭 증가하 으며, 기타 사업자들의 매출액 

비  역시 2009년 소폭 증가하 다. 반면에 2009년 

6월 합병한 KT군의 경우 지속 으로 비 이 감소

하는 추세 다. 합병은 과거 개별시장에 제한되었

던 3개 통신그룹의 경쟁을 체 통신시장으로 확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KISDI, 2010).

•결합상품 매 증가

통신시장에서 결합상품 매가 늘어나는 이유

는 가입자당 서비스 가입 개수가 많을수록 해지율

이 낮아지며, 가입자는 결합상품 할인을 통해 비용

을 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속인터넷, 인터

넷 화, IPTV 등의 서비스가 하나의 인터넷 망에

서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자들의 망 운용비용

이 낮아졌고, 소비자들에게 요 을 할인해 결합상

품으로 제공하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KT는 

‘인터넷 화+ 고속인터넷+인터넷 TV’의 렴

한 정액형 요 제에 ‘SHOW’를 묶는 유무선 결합

서비스로, 반 로 SK텔 콤은 유무선 결합서비스 

가입자에게 이동 화 무료통화 혜택을 늘리고 유

무선간 망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상  

진 을 공략하고 있다. 즉, KT의 업 략은 10가

구  9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집 화를, SK텔 콤

은 2명  1명이 사용하는 이동 화의 지배력을 

이용해 가입자 이탈을 막고, 가입자당 서비스 개수

를 늘리려는 것이다(KISDI, 2010).

2.2 K사의 황

K사의 기존 마   업 활동은 아 트나 빌

딩 등과 같은 집단주택 시장을 주요 상으로 하

으나 단독이나 연립/빌라 등을 포함한 체주택 

시장과 빌딩이나 상가 등의 비주거권으로의 확

가 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집단주택 

6) MVPN(Mobile Virtual Private Network) : 모바일 가상사설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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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에 한 구체 인 데이

터가 부족하 으며, 법정동 단 의 업 리로 인

해 동일 법정동 내 소지역별 가입률  해지율 등

의 업 황을 악하고 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 고객의 가입 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

작 로 복 DM을 발송하거나 TM을 수행함으로

써 로모션 활동의 효율성이 낮았으며, 가구/세

 기 의 상품 이용정보 악이 불가능하여 결합

상품 매 여건이 확보되지 못했다. K사의 상품별, 

업 로세스별 기존 업활동의 한계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상품별 기존 업활동

  고속인터넷 : 아 트나 빌딩 등 집단주택 

시장 심으로 마   업 활동을 수행

함. 한 TM 면 지 이후 고객이탈이 가

속화되는 추세 으며, 매의 1차 문인 고

객   매 기회조차 부족한 실정임.

  집 화/인터넷 화 : 소지역별 가입률이나 해

지율 등의 업 황 악이 어려워 이에 한 

응력이 부족함. 지역별 해지고객에 한 사

리 요소를 발굴하는 데 기존의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가 충분하지 못해 사후 인터넷

화로의 환과 같은 소극 인 업 활동에 

치 함.

  인터넷 TV : 고속시설 련 정보를 업에 

제 로 활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고객/지역 타

겟 이나 고객 특성별 맞춤형 매 략이 불

가능함. 따라서 인터넷 가입자를 무작 로 추

출하여 마 을 수행하는 수 에 불과함.

  결합서비스 : 가구/세  기  상품 이용정보

를 악하는 것이 불가능함. 기존에는 계약자 

단 의 정보를 이용하여 결합상품을 제공하

는 수 으로 가망고객 상 악이 어려움.

• 로세스별 기존 업활동

  시장정보 수집  분석 : 업지원 정보가 여

러 시스템에 산재함에 따라 활용도가 낮으며, 

업 원의 역량에 따라 시장분석 능력의 편

차가 심함. 한 아 트 이외 지역에 한 시

장 황 악이 어려워 지사별 시장분석에 많

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됨.

  시장세분화  타겟선정 : 세분화나 타겟선정 

기 은 아 트는 세 수 비 인터넷 유율, 

빌딩은 PSTN7) 비 인터넷 유율로 정보

의 일 성이 결여됨. 아 트/빌딩 이외의 소

지역별 체계  시장 리가 불가능하고, DM

발송을 한 타겟고객을 추출하는 데도 평균 

6～8시간이 소요됨.

  장 업 실행 : 고속 인터넷, 인터넷 화, 

인터넷 TV 등의 개별 상품에 한 신규유치 

주의 업 활동을 진행하여 왔으며, 아 트

나 빌딩 상 주요인물(key man) 리나 불

특정 다수를 상으로 하는 시연회에 치 함.

3. K사의 GIS 업정보시스템

GIS 업정보시스템 구축은 <그림 1>에서와 같

이 ‘주소 정형화’  ‘내/외부 정보 보강’  ‘지역 

세분화’  ‘GIS 마트 생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종 으로 시스템 상에서 결과 조회가 가능하게 

하는 로세스로 구성하 다(GDS-Korea, 2009B).

3.1 주소 정형화

주소 정형화 모듈 수행의 목 은 첫째, 고객의 상

7)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 공중전화 교환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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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GIS 업정보시스템 구축 로세스

외부정보 구분 주요 구성 항목

단독주택 ∙법정동코드, 번지, 시세, 다가구 정보

공동주택

아 트 ∙건물정보 : 건물코드, 세 수, 동수, 좌표

∙동정보 : 건물코드, 동별 세 수, 좌표

∙호정보 : 건물코드, 평형, 시계

오피스텔

연립

다세 ∙법정동코드, 번지별 X, Y 좌표

공간정보

지번별 좌표번호 ∙블록 경계에 한 심좌표

블록 좌표정보 ∙블록을 이루는 경계좌표

법정동 좌표정보
∙법정동 경계에 한 심좌표

∙법정동을 이루는 경계좌표

지역속성 정보 ∙인구, 세 수, 주택, 가구 정보 등

<표 1> 외부정보

품보유 황과 같은 내부정보와 고객이 거주하는 주

택의 평형이나 시세 등과 같은 외부정보를 고객 심

으로 결합할 수 있는 매칭키를 확보하고자 함이며, 

둘째, 결합된 고객 정보를 GIS 지도, 즉 좌표 상에 

표 하기 함이다. 주요 작업은 고객들의 회선별 설

치주소를 정제하고 보완하여 단일 코드로 리하는 

것으로, 체 2천 7백만 건을 상으로 주소 정형화

를 수행하 다. 특히 아 트나 연립과 같은 공동주택

의 경우 부분의 고객들이 번지를 기입하지 않거나 

잘못 기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번지를 추가하거

나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실제로 체의 22%에 

해당하는 고객의 주소를 수정하거나 추가하 다. 

3.2 내/외부 정보 보강

K사가 수집하여 리하는 기존의 고객 련 정

보는 주소, 화번호 등의 거주지 정보와 상품, 계

약, 시설 등의 내부 실 정보 등으로 주로 단편

인 지역별 업 황을 악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내/외부 정보 보강 모듈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의 규모나 가격, 주거지/상업지 여부에 한 업

환경, 세  수와 연령 , GIS 지도상에 매핑을 

한 좌표 등의 다양한 외부 정보들을 수집하여 보

강함으로써 향후 GIS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다양

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장남식, 2007). 

<표 1>은 보강한 외부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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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블록 생성결과 시

3.3 지역 세분화

기존의 법정동 단 의 업 리 지역을 보다 

세분화된 소지역(블록)으로 나 어 지역에 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교한 마 과 

업을 수행함을 목 으로 한다. 국의 3,074개 

법정동과 1,416개의 읍/면을 상으로 하 으며, 

도로와 강 등의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단  블록

당 약 500～600호(戶)를 배정함을 기 으로 하

다. 이 작업은 지도상에서 국을 특정 기 에 따

라 소규모로 나 어 구분하는 작업의 특성상 많

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최종 으로 총 46,590

개의 블록을 생성했으며, 이  37.7%가 공동주

택 블록, 62.3%가 단독주택 블록에 해당했다. 

<그림 2>는 ‘양천구 목동’ 지역에서 세분화를 

통해 블록을 생성한 결과를 보여주는 시화면

이다. 

3.4 GIS 마트 생성

GIS 환경 하에서 집  리지역 선정  타겟고

객 추출 등을 용이하게 하기 해 기간별, 지역별, 

상품별 등의 주제별로 다양한 정보항목들8)을 

악한 후 보강된 내/외부 정보와 공간정보를 결합

하여 주제별 데이터를 생성하는 작업이다. 지역은 

K사의 조직도에 근거하여 마 단 지사 법

정동 블록 순으로 드릴다운(drill down)이 가능

하도록 구성하 으며, 제공 상품은 고속인터넷, 

집 화, 인터넷 화, 인터넷 TV로 정하 다. <그

림 3>은 GIS 마트 생성 로세스를 도식화 한 것

으로 주소정형화, 내/외부 정보 보강, 지역 세분화 

등의 모듈을 통해 만들어진 데이터를 지형, 좌표 

등의 공간 데이터와 결합하여 업 황, 업추세, 

고객분포, 타겟고객 등의 정보를 GIS 화면에서 조

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8) 총 세대수, 가입세대수, 세대점유율, 유지회선 수, 순증회선 수, 신규회선 수, 해지회선 수, 결합회선 수, 약정잔여기
간별 회선 수, 초고속대비 이용률, 가입관련 VOC 건수, 해지관련 VIC 건수, 품질관련 VOC 건수, 매출현황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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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GIS 마트 생성 로세스

분류 메뉴 분류 메뉴 제공 정보

메인화면 Sales Dashboard와 같이 업 황을 요약하여 제공

업정보
업 황 조회 일 시 까지의 업 황을 정보항목별로 제공

업추세 정보항목의 기간별 추세를 제공

고객정보
고객분포 아 트, 단독, 빌딩 등 주거/비주거에 해 세 별 가입 황 제공

타겟고객 업 상 블록별 상품가입 여부에 따른 타겟고객 추출기능 제공

지역정보

시설분포 시설방식별 분포를 지도에 표시하고 리스트 제공

치검색 건물이나 번지를 검색하여 지도에서 치 확인 기능 제공

지역속성정보 법정동별 인구수  인구비율 등의 정보 제공

<표 2> 조회화면 주요기능 

3.5 시스템 구축

“서울시 농동의 자사 인터넷 서비스 세  

유율은 어떠한가?”, “ 농동 내에서도 세  유

율 편차가 심한데 유율이 30% 미만인 소지역들

은 어디인가?”, “이 에서 집 화 서비스만 받고 

있는 20～30   20평 이상 아 트에 거주하는 

고객들을 상으로 고속인터넷 로모션을 실행

하려 하는데 타겟고객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실시

간으로 조회할 수 있나?” 이제는 이러한 유형의 

질문에 한 답을 GIS 업정보시스템 화면을 

통해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 졌다. 권한에 따라 차

이는 있으나 본사 업담당, 마 단 는 지사 

요원에게 지원되는 화면의 주요기능은 <표 2>에

서와 같이 (1) 업 황 반을 요약한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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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업 황 조회 시

<그림 5> 타겟고객 추출 시

(2) 정보항목별 업 황과 업추세를 제공하는 

업정보 메뉴, (3) 상품별 고객분포 조회  타겟

상 추출 기능의 고객정보 메뉴, (4) 시설분포, 건

물 치, 지역속성 등 지역 련 황이나 특성을 제

공하는 지역정보 메뉴 등이다. <그림 4>와 <그림 

5>는 사용자가 조회한 업 황과 타겟고객 추출 

결과를 각각 보여주는 시화면으로 <그림 4>는 

‘경기북부 마 단’ 할 ‘고양지사’에서 리하는 

지역  ‘정발산동’ 내의 특정블록(원으로 표시) 지

역의 집 화 가입세 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는 ‘경기북부 마 단’ 할 ‘일산지사’에서 

리하는 지역  ‘일산동’ 내의 특정블록 지역 내 고

객  K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 리스트를 제공하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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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스템 활용방안

GIS 업지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이

제는 아 트나 빌딩 등의 집단주택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비주거 건물 등에 한 블록별 업 황 

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 유율, 시설, 지역

속성 등을 고려한 시장세분화  고객 타켓  기

반이 만들어졌다. 이와 더불어 신규획득, 약정 정

보를 활용한 선행  고객 리 능력도 강화되었다. 

제 2.2 에서 지 한기존의 상품별, 로세스별 

업활동 황을 토 로 K사의 GIS 업정보시스템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상품별 활용방안

고속 인터넷 : 강화된 정보력을 바탕으로 단

독, 연립/빌라 지역을 포함한 체주택 시장을 

상으로 매기회를 확보하고, 미가입세   

유율 부진 블록을 상으로  업을 수행

하고자 함.

집 화/인터넷 화 : 블록별 신규/해지 추이  

집 화 VOC를 악하여 사 리 요소를 발굴

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터넷 화 환 업을 강

화함. 유율, 지역속성  고객 특성을 반 한 

차별화된 집 화/인터넷 화 밸런싱 업을 수

행함.

인터넷 TV : FTTH 가능  유율 부진 블록

을 상으로 ‘ 고속 인터넷+인터넷 TV’ 상품 

업을 수행하며, 남녀 인구수 등의 지역속

성을 토 로 차별 인 Selling Point를 분석하고 

활용함.

결합서비스 : 세 별 상품 가입여부를 악하여 

교차 매  결합 서비스 매 기회를 발굴함. 

이와 더불어 세  특성(주택유형, 가구원수, 가

구주연령 등)을 반 한 차별화된 결합상품 오퍼

링 략을 수립함.

• 로세스별 활용방안

시장정보 수집  분석 : 장 업에 꼭 필요한 

정보로 구성하여 제공하도록 함. 즉, 재 수동

으로 악하고 있는 고객/시장 정보를 자동화/

표 화된 시장 조사/분석 로세스를 통해 추출

하여 지역 황 조사 시간을 최소화함.

시장세분화  타겟선정 : 주거지역에 한 세

수, 기  상품별 유율, 지역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타겟  작업을 수행함.

장 업 실행 : 블록별 신규획득 뿐만 아니라 

약정과 VOC 정보 등을 활용하여 선행  고객

리  유지활동을 강화함. 특히 타겟고객에 

해서는 DM 발송이나 단지 배포를 통해 사

허가(contact permission)를 획득한 후 방문

이나 TM을 통한 직  면 업을 수행함.

5. 결론

시설물이나 토지, 도로, 방재 등 다방면에서 GIS

의 효과성이 입증됨에 따라 최근 들어 상권이나 

고객, 업 리 등에 GIS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민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사례 

연구에서는 날로 심화되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 

속에서 K사가 정교한 상권  고객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해 GIS 업정보시스템을 구축 한  

과정과 활용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2개월 간의 통

합테스트를 거쳐 사 으로 시스템을 오 한 후 

지사들로부터의 반응은 업정보 활용 련하여

서는 담당 할구역에 한 경쟁상황 악  일/

월 추세조회로 타겟 업 지역 선정이 용이해졌다

는 등 매우 정 이었다. 고객정보 활용 련해서

는 왜곡되지 않은 실제 데이터를 제공받아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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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GIS 업정보시스템 성과분석

타겟고객 선정이 가능해졌고, 선정에 소요되는 비

용과 시간이 약된다는 것이었다. 한 지역정보 

활용 련해서는 지역속성 정보 활용을 통해 지역

에 한 이해도가 증진되었으며, 동별 시설분포 정

보와 같은 시설물 련정보를 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효과 이었다는 반응이었다. 본사 

업본부 한 고객정보 정형화를 통한 GIS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기 으로는 무선과의 통합 마  

기반을 확보하 으며, 단기 으로는 “경쟁사 인터

넷 화 시장 제로화 추진” 등의 업 략 수립 시 

핵심 랫폼으로 극 활용하고 있다. <그림 6>은 

GIS 업정보시스템 구축 후의 정량  성과를 분

석한 내용으로 고속 인터넷, 집 화, 인터넷

화, 인터넷 TV 등 시스템에서 리하는 4개 상품

의 월별 증가가 시스템 오  이 에 비해 확연해

진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a) 참조). <그림 

6>(b)는 K사 지역별 마  단의 GIS 업정보시

스템 속횟수와 인터넷 순증 상 계를 보여주

는 것으로 상 계수가 0.67로 나타났듯이 시스템

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인터넷 서비스 매도 증

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와 같은 정 인 반응을 바탕으로 지

속 으로 높은 시스템 활용도를 유지하기 해서

는 무엇보다도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과 최신성이 항상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장 

업담당들이 제기한 표 인 개선 요건이 주요 

건물(빌딩/상가)에 입주한 고객들의 정보를 보다 

정교화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GIS 업정보시스

템은 기존 고객들의 상품보유 건수, 기간 등의 내

부 실  정보 뿐만 아니라 블록 내에 속해 있는 단

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규모나 가격 정보, 주거지/

상업지 여부에 한 업환경 정보, 세  수나 연

령 별 정보와 같은 잠재고객 련 정보 등의 다

양한 외부정보를 요약ㆍ가공하여 제공한다. 따라

서 이들 련 정보에 한 주기 인 갱신을 통해 

높은 품질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럼으로 인해 시스

템 자체의 유효성 유지를 통한 업 역량 강화라

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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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IS‐based Market Analysis and Sales Management System : 

The Case of a Telecommunication Company9)

Nam-Sik Chang*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is a system that captures, stores, analyzes, manages and 
presents data with reference to geographic location data. In the later 1990s and earlier 2000s it was 
limitedly used in government sectors such as public utility management, urban planning, landscape 
architecture, and environmental contamination control. However, a growing number of open‐source 
packages running on a range of operating systems enabled many private enterprises to explore the 
concept of viewing GIS‐based sales and customer data over their own computer monitors. 

K telecommunication company has dominated the Korean telecommunication market by providing 
diverse services, such as high‐speed internet,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VOL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and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Even though the telecommunication 
market in Korea is huge, the competition between major services providers is growing more fierce 
than ever before. Service providers struggled to acquire as many new customers as possible, attempted 
to cross sell more products to their regular customers, and made more efforts on retaining the best 
customers by offering unprecedented benefits. Most service providers including K telecommunication 
company tried to adopt the concept of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CRM), and analyze 
customer’s demographic and transactional data statistically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customer’s 
behavior. However, managing customer information has still remained at the basic level, and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of customer data were not enough not only to understand the customers but 
also to design a strategy for marketing and sales. For example, the currently used 3,074 legal regional 
divisions, which are originally defined by the government, were too broad to calculate sub‐regional 
customer’s service subscription and cancellation ratio. Additional external data such as house size, 
house price, and household demographics are also needed to measure sales potential. Furthermore, 
making tables and reports were time consuming and they were insufficient to make a clear judgment 
about the market situation.

In 2009, this company needed a dramatic shift in the way marketing and sales activities, and 
finally developed a dedicated GIS_based market analysis and sales management system. This system 
made huge improvement in the efficiency with which the company was able to manage and organize 
all customer and sales related information, and access to those information easily and visually. After 

*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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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IS information system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marketing and sales activities at the 
corporate level, the company was reported to increase sales and market share substantially. This was 
due to the fact that by analyzing past market and sales initiatives, creating sales potential, and 
targeting key markets, the system could make suggestions and enable the company to focus its 
resources on the demographics most likely to respond to the promotion. 

This paper reviews subjective and unclear marketing and sales activities that K telecommuni-
cation company operated, and introduces the whole process of developing the GIS information system. 
The process consists of the following 5 modules : (1) Customer profile cleansing and standardization, 
(2) Internal/External DB enrichment, (3) Segmentation of 3,074 legal regions into 46,590 sub_regions 
called blocks, (4) GIS data mart design, and (5) GIS system construction. The objective of this case 
study is to emphasize the need of GIS system and how it works in the private enterprises by 
review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K company’s market analysis and sales management 
system. We hope that this paper suggest valuable guideline to companies that consider introducing 
or constructing a GIS information system.

Key Word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based Market Analysis and Sales Management System, 
Blocks, Customer Profile Cleansing and Standardization, DB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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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Missouri에서 경영학 석사, 그리고 University of Arizona에서 경영정보

시스템을 전공하여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LG-EDS시스템에서 IT 컨설

턴트로 근무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에 재직 중이다. 
삼성, LG, 국민, 현대 카드 및 농협, 외환은행, 부산은행 등 주로 금융분야에서 

CRM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Journal of MIS, Decision Support Systems, Informs 
Journal on Computing, 경영정보학연구, Information Systems Review 등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주요 관

심분야는 데이터웨어하우스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각종 산업별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그리고 이들과 CRM과의 효과적인 접목 방안 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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