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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민원 서비스 지원은 정부와 시민, 시민과 시민 사이의 상호 작용이 요한 가치를 가지며, 시민들 사이의 

참여가 매우 요하다. 이런 시민들 사이의 상호 작용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공개된 서비스에서 자

신의 상황 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앱의 사용을 확산시킬 수 있다. 모바일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정부와 시민간의 상호 작용을 증 시키고 사용자의 상황 정보를 SNS에 게시하기 

한 다양한 센서들을 내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치 기반의 상황 정보를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기반의 민

원 서비스를 한 소셜 네트워크 애 리 이션을 제안하 다.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애 리 이션은 

성능의 시스템에도 용 가능하고, 높은 성능을 나타내므로 사용자의 치에서 가장 가까운 SNS에 콘텐트

를 추가하면, 근거리에 있는 사용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감지하여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ABSTRACT

As for civil service support, the interaction between citizens as well as the government and citizens has an important value, and 

the participation between citizens be very important.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citizens can lead to spreading the use of the 

app by getting them to share their status information with an specified number of people in the public service such as a social 

network service. Mobile-based social network service has various built-in sensors to increase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and post the status information of users on SNS. In this regard, this paper proposed a social network application for 

civil services based on the Android by using location-based context information.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since the 

application proposed in this paper can be applied to low-performance system and exhibits high performance, it can allow users 

located at a short distance to detect new information and share contents by adding the content to SNS which is the closest to the 

location of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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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4년 6월 기 으로 시민의 편의를 해 서울시에

서는 43개의 모바일 앱을 구축하여 운 하고 있으나, 

이용하는 시민은 체 시민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게 낮은 모바일 앱의 이용률은 

홍보가 부족하고 제공되는 정보나 서비스가 복되거

나 종합 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편의를 한 민원 서비스 지원의 확산을 

해서는 가상 커뮤니티를 통해 시민의 상황 정보[1]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된다. 그러나 특정 시 과 

장소에서 개인의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

민원 서비스 지원은 정부와 시민, 시민과 시민 사이

의 상호 작용이 요한 가치를 가지며, 시민들 사이의 

참여가 매우 요하다. 

이런 시민들 사이의 상호 작용은 소셜 네트워크 서

비스(SNS)와 같은 공개된 서비스에서 자신의 상황 정

보를 불특정 다수의 여러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앱의 

사용을 확산시킬 수 있다. 

모바일  유비쿼터스 컴퓨  사회에 한 상황

[2-3] 인식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가입자들에게 유용

하고 련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는 요한 문제이다. 

모바일 환경에서 추출된 상황 정보의 한 부분에 한 

다양한 추론, 표시, 추출에 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들은 기본 으로 사용자 행동과 조건-행동 규칙의 

집합으로 간주되는 상황의 특정 조합 간의 의미 있는 

계를 밝히기 해서 노력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사

용자가 검출된 상황에 한 특정 조건하에 있는 경우, 

합리 인 규칙은 그를 해 채워져야 한다고 믿는다

[4].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

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친구와 가족을 해

서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 세계에서  모르는 사

람을 해 사회  지원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5].

다수 사람들은 페이스 북, 트 터와 같은 온라인 

 모바일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특정 주제에 해 유․

무선 상에서 콘텐츠를 사용하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

되고 있다.

무선 인터넷과 모바일 SNS는 커뮤니 이션을 진

하고 낯선 사람과 노출의 수 을 높이는 요한 역할

을 한다[5]. 

논문 [6]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모바일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MSNS)를 비교하고, MSNS  SNS의 

차이를 분석하여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의 미래 비 에 

한 을 제시하고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 상황에 

맞는 데이터가 풍부하고 보다 역동 이고 개인화된다. 

모바일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정부와 시민

간의 상호 작용을 증 시키고 사용자의 상황 정보를 

SNS에 게시하기 한 다양한 센서들을 내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치 기반[7]의 상황 정보를 이용하

여 안드로이드 기반의 민원 서비스를 한 소셜 네트

워크 애 리 이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련된 연구에 해서 설명하고, 3장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민원 서비스를 한 소셜 네트워크 애 리 이

션 구  기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 구  결과  분석

에 해 기술하고, 5장에서 결론, 참고 문헌 순으로 기

술한다.

Ⅱ. 련 연구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황 의존성을 표 하는 

암시  사회 네트워크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

다. 따라서, 논문 [4]에서는 문가들과 상호 작용하여 

의미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상호 작용

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더 요한 것은, 소셜 네트워

크 온톨로지는 조건이 논리 으로 확인되었는지를 증

명하여 발견된 소셜 네트워크를 구체 으로 활용에 의

해서 지속 으로 그들을 안내한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

크는 상황 정보 기반의 추천 서비스를 생성에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논문 [6]에서 MSNS는 SNS와 같이 여 히 활동 기

반 커뮤니티이다. 그러나, 이동성은 SNS에 의해 제공되

는 활동으로 부터 사람들의 사회 활동을 매우 독특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SNS와 MSNS은 활동 종류를 제

공하여 사람을 연결하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MSNS의 

활동은 더 많은 모바일, 보다 역동 이고 다른 SNS 보

다 더 상호작용한다. 를 들어, MSNS는 동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와 같은 일부 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SNS는 그 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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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MSNS의 네 가지 기본 기능을 가지고 결론을 이

끌었다 : 1) 활동 기반, 2) 이동성  컨텍스트 기반, 3) 

모바일 장치에 의존, 4) 오  랫폼이다.

논문 [5]는 이론 으로 사회  지원을 제공하기 

한 의도에서 상황 정보의 효과를 개념  모델로 제안

하 으며, 실험 으로 검증하 다. 실질 으로 상황 정

보의 종류와 형태 사이의 상호 작용을 효율 으로 동

료의 사용자들 사이의 사회  지원의 진을 한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구축하기 해 이용될 수 있다. 

특히 LBSNS 사용자가 소셜 네트워킹 측면에서 상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황 인식 서비스를 제공한

다. 이는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

보를 공유하는 수 에 이르게 한다[3].

논문 [8]은 상황 인식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그룹 충돌이 부정 으로 특정 서비스 공간 내 서비스 

이용에 향을 주었고 연구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해 몇 가지 충돌 해결 방법을 제안하 다. 이 논문은 

자율 으로 같은 장소와 컴퓨  리소스로 동일한 상황

에서 사용자간에 발생하는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

시하 다. 이를 해 2-단계 이스 기반 추론 방식이 

제안되었다. 

논문 [9]는 커뮤니티의 개념과 소셜 네트워킹의 메

타퍼(metaphor)를 사용하여 웹 서비스를 리할 수 있

는 임워크에 해 설명한다. 이 웹 서비스는 마스

터 는 슬 이   하나일 수 있다. 한편, 소셜 네트

워킹이 동일하거나 별개의 지역에 치한 웹 서비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호 작용을 캡처한다. 다섯 가

지의 상호 작용은 확인과 감독, 체, 경쟁, 업, 추천

이다. 

Ⅲ. 안드로이드 기반의 민원 서비스를 한 
소셜 네트워크 애 리 이션

본 논문은 치 기반의 상황 정보를 이용하여 안드

로이드 기반의 민원 서비스를 한 소셜 네트워크 애

리 이션을 제안한다.

사용자가 민원을 요청할 때, 즉각 으로 민원을 처

리하기 하여 서버에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공개된 해

당 공서의 트 터 계정으로 송한다. 한 공감 버

튼을 통하여 사용자들의 참여도를 늘릴 뿐만 아니라, 

민원의 우선순  처리가 가능하다. 개인의 표  욕구가 

강해지면서 사람들 사이의 사회  계를 맺게 하고, 

친분 계를 유지시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공공 

환경 개선의 목 을 더하여, 웹상의 카페·동호회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의 폐쇄 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모든 

이들과 공유하며 자체 으로 발 해 나갈 수 있는 시

스템을 설계 하 고[10], 실제 모바일 환경에서 구 하

도록 한다.

3.1 제안된 시스템 구조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민원 서비스를 한 

소셜 네트워크 애 리 이션에 한 시스템 구성은 그

림 1과 같다.

디바이스와 API는 모바일의 카메라와 GPS와 련

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당 장치의 값을 처리하기 

한 API들로 구성된다. GPS와 련된 정보는 구  서

버를 통해 지도 이미지를 생성한다.

모바일 앱은 디바이스와 API에서 측정한 값과 생성

한 메시지를 통합한 후 상황 정보를 서버로 송한다. 

는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에 민원 내용을 게시한다.

그림 1. 체 시스템 구조
Fig. 1 Entire system structure

서버는 모바일에서 특정 민원 을 요청하면 데이터

베이스에서 해당 상황 정보를 검색하여 텍스트, 이미지 

는 동 상, GPS 정보를 하나의 메시지로 통합한 후 

클라이언트로 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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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통신 차

클라이언트와 서버간 통신에서 서로 주고받는 통합 

메시지 포맷은 그림 2와 같다.

<HEAD_TYPE><TOKEN_TAIL><HEAD_SUBJECT1

><TOKEN_MEAN><HEAD_CONTENT1><TOKEN_T

AIL><HEAD_SUBJECT2><TOKEN_MEAN><HEAD_

CONTENT2><TOKEN_TAIL>...

그림 2. 통합 메시지 포맷
Fig. 2 Integrated message format

이 때, <TOKEN_TAIL>은 ‘\n'(라인피드)이며 

<TOKEN_MEAN>은 ‘:’로 정한다. <TOKEN_TAIL>

을 라인피드로 취하고 <TOKEN_MEAN>을 ‘:’로 나타

내면 그림 3과 같다.

이러한 메시지 포맷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의 편이성

을 제공함과 동시에 문서의 구조가 간단해지기 때문에 

싱  통신 속도가 빨라진다. 한 <HEAD_ 

SUBJECT>를 추가 으로 붙여  수 있으므로 추후에 

요구될 수 있는 기능으로 인한 메시지의 확장이 용이

하다.

<HEAD_TYPE>

<HEAD_SUBJECT1>:<HEAD_CONTENT1>

<HEAD_SUBJECT2>:<HEAD_CONTENT2>

...

그림 3. 통합 메시지 포맷의 체
Fig. 3 Replacement of the integration message 

format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통신은 메시지의 송, 메시지

의 요청, 메시지의 장으로 이루어진다.

클라이언트의 메시지 송은 민원 내용의 상황 정보

를 하나의 메시지로 통합한 후 서버로 송하고 

MySQL에 장된다. 클라이언트에서 메시지 송은 

업로드된 콘텐츠의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 한 공공 

액세스가 가능한 내용으로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사이

트에 콘텐츠를 업로드한다. 

따라서 콘텐츠의 업로드는 휴 폰에서 서버로 을 

올릴 때 는 어떤 에 댓 을 달 때, 민원 에는 텍

스트와 사진, GPS 좌표가 포함된다. 여기서 사진은 카

메라 촬  는 안드로이드의 사진 라이 러리에서 가

져올 수 있다. GPS 좌표는 휴 폰의 GPS 센서로부터 

얻은 다음 구 맵 OpenAPI에 좌표값을 넘겨주면 API

에서 자동으로 구 맵 서버와 통신을 수행하여 해당 

좌표의 지도 이미지를 넘겨받게 된다. 이러한 이미지는 

UI 상에 출력되지만 서버는 이 지도 이미지를 가질 필

요가 없으므로 텍스트와 사진, GPS 좌표만을 통합 메

시지 포맷으로 묶어서 서버에 달하게 된다. 이 후 서

버에서는 Parser를 통해 텍스트와 사진, GPS 좌표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하게 된다.

클라이언트의 메시지 요청은 스마트폰에서 서버로 

특정 민원 의 읽기를 요청하면 서버는 데이터베이스

에 있는 해당 의 텍스트와 사진, GPS 좌표를 자체 

메시지 포맷으로 감싸서 애 리 이션으로 송하게 

된다. 이 후 애 리 이션에서는 자체 Parser를 통해 

요소들을 각각 분리한 다음 UI 상에 출력하게 된다. 이 

때, 사진은 사진 라이 러리에 장이 가능하고, GPS 

좌표는 좌표 자체를 출력하는 것이 아닌 구 맵 

OpenAPI를 통해 지도 이미지로 출력하게 된다.

여기서 UI 환경의 지도 이미지는 치 기반의 모바

일 소셜 네트워크로 일반 인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이

다. 치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는 자신과 가장 

근거리에 있는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을 시도할 수 있

다. 따라서 치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는 근거리에서 

민원과 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해 모바일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한다. 

IV. 구  결과  분석

안드로이드 기반의 민원 서비스를 한 소셜 네트워

크 애 리 이션의 구  환경은 젯 기반의 모바일 

앱과 서버로 나 어진다. 모바일 앱은 Eclipse-helios와 

Android 2.2 버 으로 테스트 단말기 옵티머스2X의 스

크린 사이즈 800px × 480px에 최 화되도록 개발하

다.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의 상황 정보를 장

하기 해 My-SQL의 데이터베이스로 장하고, 데이

터베이스 연동은 Eclipse Enterprise Edition에 내장된 

기능을 사용하 다.

그림 4는 모바일 환경에서 민원 서비스를 한 주요 

기능을 나타낸다. 민원 서비스 기능은 민원 수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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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는 순서 로 정렬하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림 

4의 타임라인 화면에는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민원 이 

리스트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특정 민원 의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해당 민원 의 상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그림 4 민원 서비스의      그림 5. 댓  달기
   기 화면(타임라인)
Fig. 4 Initial screen of the  Fig. 5 Add comments
  civil service(TimeLine)

그림 6. 지도 보기         그림 7. 민원 공유
   Fig. 6 View map        Fig. 7 Complaint share

그림 5는 댓  달기(공감)에 한 화면을 표시한다. 

여기서 사용자는 민원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민원에 한 자신의 생각을 댓 로 작성할 수 있

다. 한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댓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세 화면으로 민원 내용에 한 사진, 내

용, 공감 횟수, 치, 댓 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이미지 선택        그림 9. 지도 화면
  Fig. 8 Image selection       Fig. 9 Map screen

그림 5의 공감 문구 좌측에 있는 체크 박스를 클릭

함으로서 해당 민원에 한 공감을 표 할 수 있다. 이 

때, 공감 문구 우측의 카운터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는 

사용자들의 공감 횟수로서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해

당 민원에 공감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민

원 에 한 댓 을 작성하고자 할 때는 민원  하단

부에 있는 텍스트박스에 댓  내용을 입력하여 댓 을 

작성할 수 있다. 한 사진 하단부에 있는 ‘ 치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민원이 발생한 치를 그림 6과 같이 

지도 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6은 지도 보기 기능을 나타내고, 지도 

상에서 민원이 발생한 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자는 '-'와 '+' 버튼을 통하여 지도를 축소/확 할 

수 있고, ‘내 치’ 버튼으로 사용자가 재 치하고 

있는 장소를 설정해  수 있다. 그리고 지도에 표시되

어 있는 핀을 터치하면 제목을 노출시키고, '>' 버튼을 

통하여 세부 내용에 근할 수 있다.

는 그림 6의 상단에서 ‘내주변’ 메뉴를 선택하면 

치 기반 민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민원 

발생 지 이 지도에 표시됨으로서 쉽게 민원 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의 왼쪽 상단부에 있는 ‘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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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 Type

Attributes

Browser/Server

(B/S)

Client/Server

(C/S)

Widget/Server

(W/S)

Proposed Paper

(W/S)

Application Form WAP Symbian/JavaME Mobile Widget Mobile Widget

Costs to develop application Low High Low Low

Representation platform Facebook Twitter None None, Twitter

Clients Mobile Browser Symbian/JavaME Specific Widget Specific Widget

Mobility Support No Yes Yes Yes

Open API Feasible Feasible Feasible Feasible

Scalability Strong Week Medium Strong

Flexibility High Low Medium Medium

Dynamic Context Little Rich Rich Very Rich

Accessing Internet Resource Easy Difficult Easy Easy

표 1. MSNS에 합한 아키텍처 모델의 분석
Table 1. Analysis of the architecture model suited to MSNS

버튼을 클릭하면 GPS에서 재 치를 악하여 자동

으로 지도 화면을 내 치에 맞춰서 디스 이한다. 

마지막으로 상단 탭의 Write를 클릭하면 그림 7과 

같은 민원  작성 화면이 나타난다.

그림 7은 민원 공유의 기능으로 사용자가 불편한 민

원 사항들을 을 수 있는 표 인 기능을 가진다. 공

유 정보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민원 내용에 부합하는 

사진 는 동 상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GPS’ 버튼을 

통하여 민원 발생지의 정확한 치를 지정할 수 있다. 

한, 트 터  페이스북의 공유 기능을 통해서 수

한 민원 내용을 트 터와 페이스북에 공유한다.

상황 정보에서 이미지 는 동 상은 직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8과 같은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

타나고, 각 버튼을 클릭함에 따라 기존 앨범에 있는 사

진 는 직  카메라 촬 으로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치 정보는 지구 그림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 9

와 같은 지도 화면이 디스 이된다. 사용자는 지도 

화면을 드래그하여 민원이 발생한 치를 앙 에 맞

춘 뒤, 이 앙 을 클릭하면 해당 치가 첨부된다. 최

종 으로 민원  작성이 완료되면 장 버튼을 클릭하

여 서버에 민원 을 업로드할 수 있다. 

표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기법과 기존의 연구[2]에

서 제안된 MSNS와 같은 기능을 기반으로, 라우 /

서버(B/S) 모델, 클라이언트/서버(C/S) 모델, 젯/서

버(W/S) 모델을 비교하여 MSNS에 합한 아키텍처 

모델을 분석하 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민원 서비스를 한 

소셜 네트워크 애 리 이션을 제안하 다. 치기반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의 서비스 에서 상황 정보에 

한 지도 이미지 지원은 지도상 특정한 치에서 발

생한 민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모

바일 소셜 네트워크는 사용자들이 잠재 으로 서로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통신을 가능

하게 한다.

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애 리 이션은 은 메모

리와 성능의 CPU 시스템에 용 가능하고 높은 성

능을 나타낼 수 있다.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치에 가

장 가까운 SNS로 콘텐트를 추가하면, 근거리에 있는 

사용자들은 새로운 정보를 감지하여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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