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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에서 커뮤니티의 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기본 인 소셜 네트워크의 개념을 활용하여 

본 논문은 모바일 기반의 민원 처리를 한 유망하고 가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기능을 소셜 네트워크에 추가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따라서 우리는 민원에 집 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정부기

에서도 즉각 으로 민원 확인  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한 소셜 네트워크 애 리 이

션을 개발한다. 실험 결과,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민원 서비스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효과와 효율성

을 보여 다. 따라서 모바일 기반의 민원 서비스를 한 소셜 네트워크는 새로운 향상된 서비스의 구성 요소

를 제공한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공간에서 민원이라는 주제를 다룸으로서 일반 사용자들의 민원 처리에 

한 참여도를 높이고, 높은 력을 기 할 수 있다.

ABSTRACT

Social Network Services are widely used by mass population and it is used as an important communications tool because it 

allows distribution of diverse and abundant amount of information. This thesis proposes to add a new valuable service function in 

social network for mobile-based civil complaint management. Therefore, we will develop a social network application for civil 

affair services that allows immediate civil compliant management while being able to share the contents related to civil affairs with 

other people.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effect and efficiency of the method proposed in this thesis for social 

network-based civil affair services was proven. Hence, the social network for mobile-based civil affair services always provides 

new and improved service components. Moreover, discussing civil complaints in a social network point of view, we can expect 

high ripple effect and encourage more participation of public users dealing with civi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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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터넷 기술의 발 과 모바일 단말기의 인기 증가

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서 정보 게시와 자원 공유를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에서 정보 달의 단

를 제어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부족하다[1]. 

한 친구 추천은 사람들이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자신의 사회 집단을 확장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인기 있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OSN)에서 

친구 추천은 주로 일반 인 친구 는 유사한 로필

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2].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크게 인터넷 는 모바일 

기반의 소셜 커뮤니 이션을 용이하게 하기 해 디자

인된 공간, 공동 작업  연락처의 네트워크를 통한 콘

텐츠 공유로 정의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고객을 유치하고 그들의 모든 요구를 커버하려고 한다

[3].

모바일 장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액티비티는 앙 

SNS에 한정되지 않는다. 모바일 peer-to-peer (MP2P) 

환경에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MSN)를 사용하면 다

수의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되었다. 무료 

공용 Wi-Fi 핫스팟  제로 구성 네트워크 기술로, 가

까운 장래에 모바일 사용자는 근  모바일 소셜 네트

워크 앙 집 식 리 서비스 없이 MSNP(Mobile 

Social Network Proximity)을 형성하기 해 부근의 

모바일 사용자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4].

OSN 사이트의 부분은 북 과 같은 치 기반 서

비스를 제공하지만, OSN의 타입은 본질 으로 네이티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이외의 모바일소셜 네트워크

이다. 그래서 소셜 컴퓨 과 모바일 컴퓨 을 통합한 

잠재 인 가치는 충분히 발굴되지 않았다. 지난 몇 년 

동안, 일부 네이티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는 비약 으

로 성장하고 있다[2].

안 행정부는 2013년 12월 기 의 우리나라 행정기

  공공기  모바일 앱 황으로 고속도로 교통정

보, 코 일톡, 워크넷, 한민국 구석구석, 지니톡, 기상

철 날씨 등이 있고, 이들 앱들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을 지원하고 있어 SNS 원래의 취지인 시민의 자율

인 참여가 결여되어 있다. 를 들어, 한민국 구석구

석과 같은 앱은 한국 공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여행정보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기에 시민 스스로 

참여하여  명소, 숙박, 음식의 질 등을 평가하여 정

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존의 공공 서비스 근 방법과 

근본 으로 다른 을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공공 리  료 모델은 공공 서비스 지원

을 한 자원으로 시민 사이의 peer-to-peer 력의 가

치를 인정하지 못한다. 소셜 미디어는 공공 서비스 지

원의 지역 사회의 공공 서비스에 한 정보를 공유하

기 한 환경을 만들기 해 시민이 가능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의 지원을 한 모델의 성공은 사회 활동 

참여 벨, 정보 콘텐츠의 이용 가능성에 의존한다[5].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폭넓

게 사용되고 있고,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에서 커뮤니티의 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기본 인 소셜 네트워크의 개념을 활용하여 

본 논문은 모바일 기반의 공공 서비스를 한 유망하

고 가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기능을 소셜 네트워크에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 서비스

에 집 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서 정부기 에서도 즉각 으로 민원 확인  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한 소셜 네트워

크 애 리 이션을 개발한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공

간에서 공공 서비스 기반의 민원이라는 주제를 다룸으

로서 일반 사용자들의 민원 처리에 한 참여도를 높

이고, 높은 력을 기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2장은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 연구 방법에 

해서 논하고, 3장은 공공 서비스의 콘텐츠 공유를 

한 모바일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4장은 결

과 분석, 5장 결론, 참고 문헌 순으로 기술한다.

Ⅱ. 련 연구

논문 [1]은 정보 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

용자의 거리를 측정하고 많은 결정을 해 사용자 간

의 계의 수 을 확인하고, 사용자의 정보  자원의 

정 도 수 이 무엇인지를 정  제어와 자원 공유를 

한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방법은 개인 정보를 보호

하고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실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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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방법이 효과 으로 게시된 정보의 양을 감소시

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방법은 실시간 

치 정보 공유, 모바일 분산 컴퓨 , 모바일 멀티미디어 

자료 보  등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많은 분

야에 용할 수 있다.

논문 [5]은 공공 서비스 지원을 해 료 인 근

과 peer-to-peer 근 방법을 설명한다. 먼  통 인 

료  근 방식은 서비스 제공자의 율법과 형식 논

리에 을 맞추고 있는 동안, 공공 서비스의 소비자

로서 시민을 본다. 정부와 시민 사이의 계에 한 공

통의 을 시민 사이의 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조 으로, peer-to-peer[6] 근 방법의 기본 개념은 시

민들이 공공 서비스에 한 질문과 시민들에게 문의한

다. 시민들은 다른 사람의 통찰력 있는 경험과 문

인 정보를 결합하여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 

방법은 peer-to-peer에 가상의 지역 사회의 시민 사이

의 상호 작용, 시민과 정부 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우리

의 주의를 이동한다.

논문 [4]에서 근 에 있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MSNP)는 “사용자가 공용 모바일 peer-to-peer 

(MP2P) 환경에서 모바일 장치를 통해 자신의 주변 환

경과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소셜 네트워크의 새

로운 형태이다. MSNP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 장치의 

콘텐츠를 공유, 다양한 사회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게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MSNP의 기본 인 토폴로

지가 공개 MP2P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많은 문제가 제

기되었다. 기존의 련 연구는 특정 랫폼  로토

콜에서 작동하도록 MP2P 소셜 네트워크를 제한한다. 

동  공공 MP2P에 MSNP을 사용하면 보다 유연하고 

느슨하게 결합된 서비스 지향 솔루션을 필요로 한다.

논문 [7]은 응용 로그램에서 소셜 네트워크의 성

공 인 데이터 공유에 심 로 일, 문서 목록  문

서 장소가 필수 이라고 생각한다.

심(Interest) 로 일은 각 사용자 자신의 이익을 

설명하는 키워드 목록을 유지한다. 이러한 키워드는 검

색  인덱싱 목 을 해 사용된다. 심 로필은 상

세히 될 수 있으며, 심지어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래픽 

데이터를 모두 포함할 수 있고, 따라서 스토리지 할당

의 증가가 될 수 있다. 

문서 목록은 호스트에 장되어 있는 문서의 목록이

다. 문서 목록은 장소에 장된 문서의 속성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은 포함하지만 문서, 문서의 

크기, 문서 유형, 소유와 타임스탬 에 한 고유 식별

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문서 장소에 장된 각 문서

는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

문서 장소는 각 노드가 공유할 문서를 한 문서 

장소를 유지한다. 부분의 모바일 장치에 문서를 

장하기 해 메모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각 노드의 문

서 장소의 크기에 한계를 설정한다.

논문 [3]은 하나의 클래스가 많은 속성(계정)을 가지

고 클라이언트를 다루는 소셜 네트워크의 통합을 달성

하기 해 온톨로지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근 방식

을 소개하 다. 웹 사이트는 온톨로지에 의해 알려진 

정보를 장하기 한 조직 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

이 있다. 온톨로지는 공식 인 도메인 내의 일련의 개

념  그 개념들 사이의 계로 기술을 나타낸다. 

그림 1. 시스템 구조
Fig. 1 System structure

치 기반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LMSN)는 다른 일

반 인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OSN)에서 원활하게 모

바일 컴퓨   소셜 컴퓨  기술을 통합하는데, 시간

 공간  사회  계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5].

논문 [5]은 동시에 가상 커뮤니티에서 실시간 물리

 치 근 , 오 라인 행동의 유사성과 우정의 네트

워크 정보를 고려하여 LMSN 사용자를 한 즉시 친

구를 추천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일반 으로 소셜 네트워크는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

에게 제공하는 역할이 크다. 그러나 본 논문은 사용자 

스스로가 지역 사회의 민원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에 직  참여하고 콘텐츠 공유를 유도하고자 한

다. 공공 기 의 리자 입장에서는 지역 사회에서 제

기되는 문제 을 쉽게 악하여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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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공 서비스의 콘텐츠 공유를 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스마트 폰을 비롯한 다양한 무선 단말기는 무료 와

이 이의 확장으로 인해 사용자의 트 터, 페이스 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의 근을 용이하게 한다. 그리고 

모바일 사용자들은 추가 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

다. 따라서 모바일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인기는 확산되고 있고, 정치 , 사회 인 시민들의 의

견 수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공공 기 의 모바일 앱[8] 서비스는 

시민의 참여가 결여되어 있고, 시민들은 공공기 의 일반

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동 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공 서비스의 모바일 앱을 시민

의 극 인 참여로 유도하기 해 새로운 서비스 기

능을 소셜 네트워크에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따라

서 민원에 집 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공공기 에서도 즉각 으로 민원 확인  

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실제 모바

일 장치의 로토타입 구  기법을 설명한다.

3.1 제안된 시스템 구조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체 인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다.

모바일 클라이언트는 메시지를 생성한 후 XML 

Parsing를 수행하고 서버 측의 데이터베이스에 장한

다. 메시지는 Social Computer Engine을 통해서 트

터와 같은 SNS에 콘텐츠를 공유한다.

한 서버는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게시된 콘텐트

를 요청하면 콘텐트를 검색한 후 XML Parsing를 수행

하고 사용자의 모바일에 콘텐트를 디스 이 한다. 공

공 서비스를 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는 사용자들 

사이의 실제 지리  거리 간의 분리도를 포함한 콘텐

츠 공유를 지원한다.

3.2 처리 차

본 논문에서 제안된 공공 서비스 공유를 한 모바

일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의 처리 차는 다음과 같다.

Step 1. 모바일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콘텐트 공유를 

한 메시지 구조는 XML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Content_List> 태그는 공공 서비스 민원 리스트를 

기화 한다. 여기에는 리스트 번호, 콘텐트 내용이 포

함된다. <Content_Refresh> 태그는 수신 민원의 최신 

리스트를 검색한 결과를 나타낸다.

<Map_Display> 태그는 지도 보기를 실행할 때 

치가 첨부된 이미지나 텍스트를 검색한다. 여기에는 리

스트 번호, 콘텐트 내용, 경도, 도와 같은 정보가 포

함된다. <Content_More> 태그는 공공 서비스의 리스

트에 한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콘텐트 내용, 이미지, 

치 정보, 추천 , 댓  등이 포함된다. <Reco-

mmend> 태그는 특정 콘텐츠의 추천하기를 설정하거

나 해제를 요청한다.

Step 2.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에서 민원 게시를 한 

콘텐트 정보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으며, 콘텐트의 치 정보는 GPS 모듈을 이용하여 

획득하고, 서버 측의 데이터베이스에 콘텐트의 치 정

보를 장한다. 치 정보 태그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

크의 게시자의 재 치를 기반으로 설정된다.

Step 3. 공유할 콘텐트를 서버측에 송하면 모바일 

SNS에서 콘텐트  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 

때 콘텐트 정보를 모바일 사용자가 요청하면 치 태

그 정보와 련된 이미지 정보를 제공한다.

Step 4. <Map_Display> 태그는 콘텐츠 정보에 한 

치 정보를 나타낸다. 따라서 콘텐츠 정보를 공유하기 

해 모바일 사용자의 근거리 순으로 지도상에 발생한 

콘텐츠 정보를 표시한다. 이것은 사용자와의 근거리에 

따른 정보 공유를 수행하기 해 모바일 장치를 사용

한다.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용자 간에 서

로의 충족을 만족할 수 있도록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보다 정확하게 사용자 

간의 지리  거리의 계산은 GPS 모듈을 사용한다.

Step 5. 민원 공유의 정보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포함

하고, 콘텐트 게시자의 정확한 치 정보를 지정할 수 

있다. 한, 기존의 트 터  페이스 북과 같은 공유 

기능을 통해서 콘텐트 내용을 공유한다. 만약 콘텐트 

게시자가 트 터를 통해 공공 기 에 공유를 요청했다

면 서버에서 콘텐트 게시자의 치와 가장 가까운 공

공 기 에 트 터 다이 트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공

공 기 으로부터의 답변 한 다이 트 메시지로 받게 

된다. 이 때 다이 트 메시지는 Twitter4J 오  API를 

통해 주고받게 된다. 그림 2와 그림 3은 송․수신을 

한 다이 트 메시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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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Type

Division
Korea Expressway Information KoRail Talk WorkNet Proposed Paper

Features
Situation map, CCTV, 

Traffic Report

Ticket Reservation, 

Train Report
Jobs Information

Public Service 

Support

ID Korea Expressway Twitter ID

Membership 

number, 

unregistered

Membership

(real name)

Membership

(simplification)

Location-based 

services
○ ○ ○ ○

Recommend × × × ○

SNS × × ○ ○

Image/Video upload × ×  ○ ○

표 1. 모바일 앱에 한 특징 비교분석
Table 1. Comparative analysis of features for mobile app

Twitter twitter = new

   TwitterFactory().getInstance();

DirectMessage message = 

   twitter.sendDirectMessage(args[0], args[1]);

System.out.println("Direct message successfully sent to 

"  + 

   message.getRecipientScreenName());

그림 2. 송신 다이 트 메시지
Fig. 2 Send direct message

Twitter twitter = new 

   TwitterFactory().getInstance();

Paging paging = new Paging(1);

List<DirectMessage> messages;

do {

   messages =   

   twitter.getDirectMessages(paging);

   for (DirectMessage message : messages) {

     System.out.println("From: @" + 

     message.getSenderScreenName() + 

     " id:"+message.getId() + " - " + 

     message.getText());

   }

   paging.setPage(paging.getPage() + 1);

} while (messages.size() > 0 && 

  paging.getPage() < 10);

그림 3. 수신 다이 트 메시지
Fig. 3 Receive direct message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효과 으로 실에서 제

기되는 공공 민원 처리에서 사용자의 오 라인 동작과 

가상 커뮤니티의 연결을 통해서 구나 쉽게 지역 사

회의 문제 을 공유할 수 있다.

IV. 결과 분석

표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바일 앱과 우리나라 

행정기   공공기  모바일 앱의 특징과 기능을 비

교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고속도로 교통정보(Korea 

Expressway Information), 코 일톡(KoRail Talk), 워

크넷(WorkNet),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앱 모두는 치기

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워크넷(WorkNet)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앱은 SNS, 이미지와 동 상의 업로드

가 가능하나, 다른 앱들은 지원되지 않는다. 한 본 논

문에서 제안된 앱은 추천 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발

인 참여를 유도하고, 회원가입을 간소화하 다.

Ⅴ. 결 론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의 인기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

크의 새로운 분야로 확 되고 있고, 공공 서비스를 

한 민원의 공통의 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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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모바일 사용자를 

한 이러한 변화의 주요 이 은 콘텐츠의 자발 인 

업데이트를 유도하고 공공 서비스의 확 와 동시에 공

공 서비스 지원에 한 비용을 감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지역 사회에서 민원의 공공 서비스의 확

를 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에서 커뮤니티의 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바일 기반의 공공 서비스 

처리를 한 유망하고 가치 있는 새로운 서비스 기능을 

소셜 네트워크에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실험 결과,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공공 서비스에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의 효과와 효율성을 보여주고, 

일반 사용자들의 민원 처리에 한 참여도를 높이고, 

높은 력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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