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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의 공간정보서비스는 스마트 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보화 사회에서 축 된 공간정보의 콘

텐츠  기술  자산을 기반으로 스마트 사회에 걸맞은 모습으로 새롭게 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 오 랫폼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인 자생력을 갖추기 하여 공간정보 소셜 랫폼

으로 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 다. 공간정보 오 랫폼이 공간정보 소셜 랫폼으로 진 으로 

진화하기 한 소셜화의 요구조건들을 P. Savalle[7]가 제시한 소셜 랫폼이 갖추어야 할 주요 개념을 

기 으로 검토하 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사회에 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구 기반으로서 공간정보 

소셜 랫폼의 개념과 랫포머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 다.

키워드：공간정보 소셜 랫폼, 웹2.0 기술기반 공간정보서비스 랫폼, g-CRM, CiRM

Abstract Moving forward on smart society, change of the way to solve the spatial issue used 

in information society is required. In order to be competitive and sustainable spatial information 

service, existing "spatial information open platform" strategy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spatial 

information social platform". The requirement for the spatial information open platform to be 

socialized and evolved into the spatial information social platform is investigated  with respect to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platform P. Savalle(2010) suggested. Based on the investigation, the 

definition of spatial information social platform is formulated. Several roles of the government as 

a platformer to create and manage the spatial information social platform are suggested.

Keyword：Spatial Information Social Platform, Web 2.0 based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Platform, 

g-CRM(Geograph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iRM(Citizen Relationship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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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 사회의 도래에 따라 문제의 진단, 문제 

해결을 한 정보가공 차, 정보제공 등 정보화 사

회의 문제 해결 방식을 스마트 사회에 걸맞게 환

해야 할 필요가 있다[14]. 

재 IT 환경은 디지털 기술이나 통신 련 IT 

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통 인 체계에서 새로운 

통합 인 미디어로 환되는 ‘미디어의 수렴’을 경

험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향소통에 드는 

비용이 하게 어들면서 네트워크 서비스를 사

용하는 인구의 변이 확 되고 있으며, 이러한 디

지털 컨버 스와 네트워크 서비스 활용인구의 증가

는 그동안의 하드웨어 심 인 문제해결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가 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네트워크

를 통하여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되는지가 무엇보다 

요한 부분으로 주목받고 있다[22]. 스마트 사회에

서 디지털 컨버 스의 올바른 진화의 방향을 설정



38 한국공간정보학회지：제20권 제4호 (2012. 08)

하기 해선 하드웨어라는 단일의 제품에 주력하기

보다는, 그것을 리하는 OS(운 체제)를 포함한 

소 트웨어, 하드웨어,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와 이

용자 간의 이해 계를 아우르는 통합 인 랫폼

략이 요구된다[12].

특히 공간문제의 진단과 이를 지원하는 정보생산

방식  달체계 한 스마트 사회에 응한 모습

으로 환될 필요가 있으며, 공간정보 련 소 트

웨어, 하드웨어,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의 이해 계를 아우르는 랫폼 략이 요구된다[18].

본 연구에서는 소셜 랫폼에 한 이론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공간정보의 소셜화와 공간정보 

랫폼의 략을 악하고 공간정보 소셜 랫폼의 

필요성을 제시하 다. 한, 공간정보 소셜서비스의 

구 기술과 서비스 사례들을 살펴보고, 공간정보 오

랫폼이 소셜화 되기 한 요구조건과 공간정보 

소셜 랫폼의 개념을 도출하 으며, 공간정보 소셜

랫폼의 구 을 하여 랫포머로서 정부가 담당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 다.

2. 이론  배경  선행연구 고찰

2.1 소셜 랫폼의 개념과 요구조건

소셜 랫폼이란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조직운 과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인간행 의 모

든 분야에 소셜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다. 그동

안의 정보기술은 서비스, 기술ㆍ기기, 네트워크의 

유기  연계로 정보의 수집, 가공, 달과정 등을 

단순히 디지털화하는 역할만을 수행하 으나, 소셜

랫폼은 ‘나’를 심으로 한 사회  계 형성이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형성할 수 있는 소

트 인 라로 작용하며, 기술 ․산업  가치와 이용

자 심의 사회  가치의 결합을 진하여 사회 

체의 가치를 극 화하는 소통의 기반이 되고 있다. 

한, 소셜 랫폼은 의사소통 등 일상생활은 물론 

조직 운 과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인간 행 의 

모든 분야를 기존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사회  

계, 경험, 평 , 추천 등을 기반으로 재구조화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킨다.

P. Savalle[7]은 “SOCIAL”을 구성하는 문자들을 

바탕으로 소셜 랫폼이 갖추어야 할 주요 요건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소셜 랫폼은 사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유발하기 한 정 수 의 자극

(Stimulus rich)을 제공해야 하고, 일방 으로 정해

진 구조가 아니라 사용자 커뮤니티 자체 으로 유

기 (Organic)인 정보의 공유  구조화가 가능해

야 한다.

한, 소셜 기반의 업(Collaborative)을 한 소

통의 도구가 필요하며, 업을 한 필터링 기능과 

지식융합(Intelligent)을 한 메커니즘이 존재해야 

한다. 소셜 랫폼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최 화

(Adaptive)할 수 있는 기능  차를 제공함으로

써 소셜 기반의 로세스를 지원하여야 하며, 외부

의 소셜 네트워크  그 콘텐츠에 한 근성

(Linked)을 제공해야 한다.

구 분 내 용

자극
(Stimulus rich)

활동, 존재, 주체성, 계, 그룹, 명
성, 공유/콘텐츠, 화, 도

유기
(Organic)

집단형성, 소셜태깅  폭소노미, 
비동기식 의사소통

업
(Collaborative)

일반도구, 특수도구

지성
(Intelligent)

평 이 좋은 시스템, 가 치를 갖
는 정보집합, 수동 /능동  업 
필터링, 투표․순

순응(Adapted) 소셜 기반의 로세스 지원

정보연계
(Linked)

RSS  웹 서비스, 젯, 소셜 북
마킹

표 1. P. Savalle[ 7 ]의 SOCIAL의 개념

2.2 공간정보 소셜화의 개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사용 인구의 폭발 인 증가

는 정보기술의 소셜화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공간정

보환경 한 소셜화 물결로 변화가 불가피하다. 

재 공간정보 소셜화에 한 일반화된 개념은 아직 

확립되지 않고 있지만, Where 2.0, Geo-spatial Web 

2.0 Platform, Post-GIS, 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Web GIS, Public Participation GIS, 

Grassroots Mapping 등과 같은 키워드들이 공간정

보 소셜화의 개념들을 변하고 있다. 특히 

Goodchild[3]는 자발  참여를 통한 지리정보의 개

념을 설명하면서 참여를 통한 공간정보의 소셜화를 

제안하 다. 즉, 일반시민이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에 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  센

서(Intelligent Sensors)로서 자발 인 참여를 통하

여 공간정보의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한, Web 2.0 기술을 활용한 공간정보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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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은 일반시민이 공간정보를 자발 으로 생산, 

수집, 유통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제공하며, 일

반시민은 공간정보에 한 문지식이 없어도 GPS

가 장착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이벤트들을 기록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를 통하여 자신의 네트워크에 속한 그룹들에게 개

인의 공간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음을 제안하

다.

2.3 공간정보 랫폼 략  황

기업과 정부는 개방형 신 략을 수립하여 스마

트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해가는 외부환

경에 신속하게 응하기 하여 집단지성을 극 

활용하고 있다.

최병남외[19]는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에 빠르게 

응하기 한 정부  기업경 의 략으로서 개

방형 신 개념이 내재한 오 소스 소 트웨어 개

발방식을 종합한 ‘오 소스 개발 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 한, 이 략을 토 로 공간정보기술

개발에 다양한 참여자 그룹의 요구를 개해 그룹 

사이의 상호작용을 진하고, 이를 통해 참여자 그

룹이 추구하는 가치를 창출하는 공통 인 유무형의 

구조물 혹은 장으로서 공간정보기술개발 랫폼

략을 제시하 다. 그리고 스마트 사회의 공간정보 

활용은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공간정보 련 정보, 

기술, 지식 등을 공유하고,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함

으로써 새로운 공간정보 가치를 창출하는 메커니즘

을 기반으로 하며, 이를 구 하기 하여 지 의 공

간정보 정책은 기존의 정부 심의 공간정보 인 라

에서 스마트 사회의 공간정책에 걸맞은 공간정보

랫폼으로 환되어야 함을 제시하 다[20].

미국은 공간정보를 포함한 공공정보의 극 인 

공개  활용을 권장하고, 새로운 공간정보 서비스

의 개발을 하여 앱 경연 회를 통한 집단지성의 

활용을 극 추진하고 있다. “Apps for Democracy" 

경연 회에서 수상한 워싱턴 D.C의 311 애 리 이

션은 그 표 인 사례  하나다[1]. 이 경연 회

의 주요 목 은 소 트웨어 개발자들이 비응 상황

을 한 서비스 요청들을 온라인에 쉽게 등록하는 

애 리 이션 개발이었다. 개발자들은 시의 270개 공

공데이터에 한 근을 허용하고 오 소스코드를 사

용하도록 요구되었고, 시의 Open 311을 포함하여, 사

용자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custom application

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경연 회를 통하여 

47개의 신 인 애 리 이션이 개발되었으며 

상으로 DC311이 수상하 고, 이 애 리 이션은 사

용자가 물리 인 문제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아이

폰과 페이스북을 결합하 다. DC 311앱을 활용하여 

아이폰 사용자들은 그라피티, 도로 손 부분에 한 

사진들을 촬 하여 물리 인 문제들을 기록하고, 

GPS 치정보가 기록되어 311 데이터베이스에 지

방정부의 해당 부서가 처리할 수 있도록 자료들이 

장된다. 페이스북 이용자들 한 카테고리와 구

맵의 치별로 요청된 서비스에 한 정보들을 살

펴보거나 직  제공할 수 있다.

국내 한 공간정보의 공개·공유  시민참여를 

통한 집단지성 활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공

간정보 서비스의 구 을 하여 국토해양부는 2011

년 5월 ‘공간정보 오 랫폼’ 구축에 착수하 다. 

시범사업 이후 서비스 진용의 완성단계를 거처 지속

인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Microsoft의 

Being Map와 Google Earth등 경쟁서비스와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

은 공공 Open API와 공공콘텐츠의 공개·공유를 

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여 참여  공간정보 서비

스를 창출하지 못하는 구조  문제가 큰 부분을 차

지한다.

따라서 공간정보 오 랫폼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인 자생력을 갖기 해서는 차별화된 공간정

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속도

로 발 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오 소스 

기술들을 극 받아들여 다양한 공간정보 소셜서비

스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정보 오 랫폼의 소셜

화, 집단지성화, 활성화를 한 활용  련 응용

기술에 한 제반 연구가 필요하다. 즉, 공간정보의 

재생산, 공개, 공유 등 양 방향 시민참여를 한 ‘공

간정보 소셜 랫폼’으로의 략  환이 필요한 시

이다.

3. 공간정보 소셜서비스의 구 기술  

사례

3.1 공간정보 소셜서비스 구 기술

Web 2.0 기술 랫폼의 등장으로 공간정보 활용

양식이 변하고 있다. Web 1.0 기술 랫폼은 정 인 

웹페이지를 통하여 Server에서 Client로 기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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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 정보 공 자들에 의하여 독 인 콘텐츠

를 제공하는 구조지만, Web 2.0 환경은 소셜네트워

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네트워크를 기반으

로 양 방향 소통 채 을 제공하는 랫폼이다. Web 

2.0 환경에서는 구조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하

는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이 HTML

보다 더 리 쓰이고 있으며, 특히 공간정보데이터

의 교류를 하여 XML을 기반으로 작성된 

GML(Geographic Markup Language)이 리 활용

되고 있다[15]. Web 2.0 환경은 매쉬업(mashup) 기

능을 제공하여 독립 인 제3의 로그래머들이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를 이용하여 

분산된 인터넷 데이터 소스 기반의 정보들을 하나

의 웹서비스에 구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9]. 

Web 2.0 환경에서 공간정보활용의 큰 특징  

하나는 치기반 검색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GPS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의 “tweets”은 치정보를 

장하여 사용자가 특정 치에서 보낸 tweets을 

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치기반의 검색을 지원한

다[2]. 한, Web 2.0 환경은 공간정보의 기술과 콘

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하 고[5], Sui[8]는 Web 

2.0 환경에서 문가와 아마추어들이 자발 인 업

을 통하여 공간정보 콘텐츠를 수정하고 새로운 콘

텐츠를 생산하는 사례들을 가리켜 공간정보의 키

화(wikification) 상이라 명명하 다. 공간정보의 

키화로 인하여 공간정보는 공공기 이 직  소유

하고 리하기보단, 공공기 의 공간정보 데이터를 

API를 통하여 다른 곳에 존재하는 지도 서버에 활

용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마련하 고, 공공기

과 비 공공기 의 공간정보 문가들은 제3의 랫

폼(third-party platform)에서 공간정보 서비스를 개

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Web2.0 환경은 공간정보 서비스의 최종

이용자(End Users)에게 직 인 공간정보 서비스

의 제공으로 편리한 서비스의 이용을 지원하고 있

으나, 공공부문이 Web 2.0 환경에서 공간정보 서비

스를 활용하기 해서는 서비스 구 을 한 API의 

개발과 같은 문 인 기술이 요구되며, 개인 공간

정보의 공개에 따른 라이버시의 침해와 련된 

이슈의 해결도 주요한 고려사항이 되고 있다.

Web 2.0 환경에서 공간정보 서비스는 인터넷 

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GIS 소 트웨어를 서버에 

설치하는 신 용 랫폼을 사용하여 랫폼 서

비스를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 한다. Google 

Maps, Microsoft의 Bing Maps, Yahoo Maps, 

MapQuest 등이 Web 2.0 환경에서의 공간정보 서

비스 랫폼을 제공하며, 오 소스 랫폼으로는 

OpenStreetMap과 NASA의 World Wind 등의 활용

사례들이 있다[8].

Web 2.0 환경에서 공간정보 활용이 갖는 이 은 

일반 서비스 사용자들이 특정한 학습이나 훈련 없

이 직 으로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을 공간정보와 함께 연계하여 온라인상에

서 지도에 업로드 할 수 있다는 것이다[10, 11]. 따

라서 정부, 기업, 시민은 비디오, 텍스트, 지도, 음성

과 같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공간정보와 연계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고, 이와 련

된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3.2 공간정보 소셜화 서비스 사례

3.2.1 기업부문의 공간정보 소셜화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

객 련 데이터의 분석은 기업경 을 한 가장 핵

심 인 비즈니스 이슈이며, 스마트 사회에서의 정보

처리환경 변화는 고객 련 정보를 다루는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정보화 사회에서의 기업

은 경쟁사보다 빨리 고객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요했으나, 스마트 사회에서의 기업은 스마트폰과 

SNS를 기반으로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하는 략이 기업경 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일반 인 ‘소통’

의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고객자원 리

를 한 마  도구로서 극 활용하려는 기업들

이 증가하고 있다[13].

이 듯 비즈니스 역에서 공간정보 활용의 필요

성이 차 증 됨에 따라 Apple, IBM, Microsoft, 

SAP, Oracle과 같은 형 IT 기업들이 공간정보 

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 합병하여 새로운 

공간정보기술  서비스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4].

Alteryx는 ESRI의 ArcGIS online mapping service

를 활용하여 공간정보를 Business Intelligence(BI)

에 활용하는 랫폼으로서의 서비스(PaaS : Platform- 

as-a-service)를 구축하 다. IBM, SAS, SK텔 콤 

등은 고객정보와 기업경 을 한 정보기술을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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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업경 략을 한 의사결정지원서비스를 

구 하 다.

비즈니스 분석 소 트웨어 선두업체인 SAS는 

향후 소셜미디어 분석을 강화하기 하여 SAS의 

고객 분석 소 트웨어인 ‘Customer Intelligence’에 

‘소셜미디어 애 리틱스’를 보완한 ‘SAS Conversation 

Center'를 추가하 으며, 2010년 10월까지 SAS의 

CI 솔루션으로 발생한 매출이익은 2009년과 같은 

기간보다 64%나 상승해, 시장분석에 한 기업들의 

요구가 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K텔 콤은 재 지오비 (Geovision, www. 

geovision.co.kr)이라는 통계분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오비 은 SK 그룹이 그동안 축

해온 ‘ 치기반 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와 

지도정보, OK CashBack 사용패턴 모형 등의 통계

자산을 분석하여, 비 창업자와 자 업자  소

기업에 창업컨설 과 상권분석 등 마  도구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지오비  사업부는 실제 

서비스를 실행하기 해 이들 기업이 보유한 데이

터베이스를 데이터마트 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창업

(컨설 ), 부동산(상권분석), 보험( 매원 동선 리), 

카드/은행(g-CRM : Geograph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랜차이즈(가맹  개

설), 유통(타킷 마 ) 등 산업별로 차별화된 솔루

션의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3].

3.2.2 공공부문의 공간정보 소셜화 서비스

국민은 더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에 머물지 않고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창출에 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정부서비스의 선진화

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능화된 정보통신 기술은 국

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이용하기 한 

기술  구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다[17]. 

Web 2.0 기술기반의 공간정보 소셜화 서비스는 

개별 시민 심의 서비스를 구 하기 한 핵심 인 

기술기반을 제공한다. 즉, GPS와 공간정보기술이 

장착된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Facebook), 

Microblogging 서비스(트 터)들과 같은 Web 2.0 

환경의 양 방향 소통기술과 결합하여 시민과의 소

통을 한 공공참여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구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제공한다.

Web 2.0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공공부문의 공간정

보 서비스 랫폼의 활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심의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고 공공행정의 시민참여

를 유도할 수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 

서비스 랫폼을 활용한 공공과 개별 시민과의 양 

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행정의 투명성

을 높이고, 자발 인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며, 공공

행정의 의사결정에 시민의 의견이 극 반 될 수 

있다. 특히 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방 한 공간정보를 일반시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유하여 공공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16].

공공참여 지리정보시스템(PPGIS)에 한 자발

인 시민참여는 공간정보 문가만의 역이었던 지

도제작과 공간정보 활용을 진한다. 일례로 

OpenStreetMap.com은 online 지도제작부문을 조직

화하여 U.S. Census TIGER data를 정리하고, 미국

의 50개 이상의 도시에서 Mapping Project를 수행

하고 있으며, 담당지역의 주기 인 공간정보의 갱신

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새로운 개발에 따른 

공간정보의 갱신이 필요할 때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공간정보의 갱신비용을 감하기 해 노력하고 있

다[16].

Web 2.0 기술기반 공간정보서비스 랫폼은 공간

정보 갱신을 한 자발 인 시민참여형 공간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계획, 재난 리, 환경모니터링 

등의 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자

발 인 시민참여를 통한 공간정보콘텐츠의 갱신과 

새로운 공간정보콘텐츠의 생산은 해당 공간정보를 

한 표   로토콜의 확립과 수에 많은 노력

이 요청된다. 재 웹 2.0 기술기반 공간정보서비스

랫폼은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충분한 개발과 활용이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행정 의사결정 

과정에는 다양한 공간  이슈들이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웹 2.0 기술기반 

공간정보서비스 랫폼은 주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도구로서 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9].

오 곤주 포틀랜드의 “Build-a-system” tool은 

Google Maps 기반 에서 High Capacity Transit 

System[6]을 지원하는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

하 고, 이 시스템은 웹2.0 기술기반 공간정보서비

스 랫폼이 공공행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시사 을 제공한다. 의사결정과정에서 Web 2.0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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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반 공간정보서비스 랫폼의 사용은 단순히 기

술  부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마

련하는 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제도  측면 한 

요함을 지 하고 있다. 이 사례는 시민참여형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을 활용하기에 앞서 주민참여를 통

하여 도출된 결과를 신뢰하는 공공부문의 조직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요함을 지 하고 있다. 한, 민

간부문과 시민이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련 기술의 교육과 재정 

 제도  뒷받침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웹 

2.0 기술기반 공간정보서비스 랫폼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의 실질 인 활용을 

해선 사용자 친화 인 기술들이 련 문가와 일

반시민을 연결할 수 있는 조직 인 업의 네트워

크가 요청된다[9].

4. 공간정보 소셜 랫폼의 개념

4.1 공간정보 오 랫폼의 소셜화 요구조건

공간정보 오 랫폼은 외국의 공간정보 서비스

에 한 기술종속을 피하고, 공간정보기술의 일반화

를 한 응용 로그램과 Open-API를 제공하여 벤

처기업과 1인 창조기업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한 

취지로 구축되었으며, 재 지속 인 고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재 공간정보 오 랫폼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인 자생력을 갖추기 해서는 재 활성화되

고 있는 국내·외 소셜 서비스들과의 략 인 매쉬

업을 통하여 공간정보 소셜 랫폼으로 진화하기 

한 략이 요구된다.

공간정보 오 랫폼의 소셜화란 기존의 단방향 

공간정보 제공 모델에서 사용자와의 의사소통을 통

한 양 방향 정보교류의 형태로의 서비스 모델 변화

를 의미한다. 공간정보 오 랫폼의 소셜화를 해

서는 랫폼 사용자 그룹을 고려한 서비스 모델과 

랫폼이 제공해야 하는 기능 범 에 한 식별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사용자들의 자발  참여를 

한 기본 인 소셜 기능  비즈니스 모델의 제공이 

필요하며, 다양한 치기반 콘텐츠들을 지도상에 통

합할 수 있는 미디어 랫폼으로의 활용 모델을 고

려해야 한다.

공간정보 오 랫폼의 소셜화를 하여 갖추

어야 할 요건들은 P. Savalle[7]가 제안한 “SOCIAL: 

자극(Stimulus rich), 유기 (Organic), 업

(Collaborative), 지성(Intelligent), 순응(Adapted), 

연계(Linked)”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공간정보 오 랫폼은 소셜화를 하여 사용자

들 간의 상호작용을 유발하기 한 정 수 의 자

극(Stimulus rich)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공간 기반의 사용자 정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사용자의 심 지역 내에서의 지도기반 콘텐

츠의 제작  공유, 3D 공간상에서의 재미를 부여

하고 자발 인 참여를 한 가치부여모델의 제시가 

필요하다.

일방 으로 정해진 구조가 아니라 사용자 커뮤니

티 자체 으로 유기 (Organic)인 정보의 공유  

구조화를 하여 사이버 공간 기반의 커뮤니티 활

동의 지원이 요구되며, 공간정보에 한 자유로운 

태깅과 시맨틱 기술을 활용한 공간 폭소노미의 생

성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소셜 서비스 기반의 업을 한 소통의 도구로

서 일반 사용자와 문가 참여를 통한 공간 지식의 

축 과 업(Collaborative)을 한 도구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해선 POI, 공간 상, 데이터 품

질과 같은 공간 정보에 한 평가와 업의 모델이 

필요하며, 공간 이벤트에 한 자유로운 배포기능 

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업을 한 필터링 기능과 지식융합을 한 메

커니즘 제공(Intelligent)을 하여 공간 상에 

한 주제도 등 문 지식 제공, 자발  참여를 통한 

생성된 정보에 한 순 와 품질 식별, 스팸성 정보

에 한 필터링, 콘텐츠에 한 사용자 평가 시스템 

등을 용할 수 있다.

공간정보 오 랫폼의 소셜화를 해선 사용자

의 요구사항에 최 화(Adapted)할 수 있는 기능  

차를 제공함으로써 소셜 서비스 기반의 로세스

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해선 공간정보 오

랫폼은 외부 서비스에서의 쉬운 매쉬업을 한 웹 

표  기반의 랫폼 구조를 지원해야 한다.

공간정보 오 랫폼은 외부의 소셜 네트워크  

그 콘텐츠에 한 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소셜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해선 공간정보 오 랫폼은 외부 콘텐츠와의 연

계(Linked)  근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외부 

SNS, GeoRSS 등과의 연계모델을 제공하고,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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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시맨틱 기술을 채용한 외부 정보의 링크를 제

공하여 공간정보 상황인식 서비스를 지향하는 방향

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4.2 공간정보 소셜 랫폼의 개념

재의 사회는 공간정보 기술이 융합된 디지털 

컨버 스 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 공간정보  연

 콘텐츠가 소셜 네트워크의 흐름을 타고  세계

로 흘러드는 양 방향 소통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Carl Atsushi Hirano[22]는 랫폼 략을 ‘복수 

그룹의 요구를 개함으로써 그룹 간의 상호작용을 

환기하고 그 시장의 경제권을 만드는 산업 기반형 

비즈니스 모델이며, 련 있는 수많은 그룹을 랫

폼에 모아 새로운 사업의 에코시스템을 창조하는 

략’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공간정보 소셜 랫폼의 개념을 정

립하면 ‘공간정보 서비스의 생산자이며 소비자인 시

민, 기업, 정부 이해 계자들의 공간정보 련 기술, 

콘텐츠, 서비스에 한 요구를 개하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고, 이를 토 로 공간정보 시

장의 생태계를 창발하는 기반’이다.

그림 1. 랫폼의 패러다임 환

5. 공간정보 소셜 랫폼 구축을 한 

랫포머로서 정부의 역할

Tim O'Reilly[21]는 열린 정부를 한 랫포머

로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 다. 이를 바탕으로 공

간정보 소셜 랫폼 구축을 한 정부의 역할을 다

음과 같이 제안한다. 

정부는 기업과 시민이 스스로 정부의 공간정보 

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

어내도록 공개·공유  련 제반 활동에 한 지

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즉, 재의 공간정보 서비스

와 같이 개별 사용자의 요구를 일일이 맞추기 해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있는 그 로의 가공되지 않은 

공간정보 련 데이터를 민간에게 공개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안정 인 인 라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사용자와 공간정보 

서비스를 한 앱 개발자들이 새로운 기능과 편의

를 직  고안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생태계를 제공

해야 한다.

공간정보 소셜 랫폼은 공간정보서비스의 이해

계자들 간의 참여  생산구조를 구축하기 하여 

공간정보 서비스의 사용자가 무언가 얹어 놓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해서 단순한 

시스템 디자인으로 이용자의 자발 인 참여를 통한 

확장 가능한 최소한의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야 한다. 한, 기업과 시민 역에서 자발 으로 

애 리 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간정보 소셜 랫폼의 기반이 마련되면, 

리/비 리기업들의 지속 인 참여를 통하여 공간

정보 련 데이터의 힘을 활용하는 새로운 방법과 

수단을 고안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공간정보 

소셜 랫폼과 같이 기업과 시민이 쉽게 근할 수 

있는 표 인 열린 공간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사

용하여 공간정보 산업에 한 민간부문의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정보서비스와 련

된 민간차원은 이미 데이터를 단순 나열하거나 검

색기능을 제공하는 수 을 훨씬 넘어서, 

Geospatial- Ontology와 같은 공간정보 상황 인식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련데이터의 컨

텍스트를 분석하고 다른 데이터소스를 크로스 인덱

싱하여 공간정보 련 데이터를 효과 으로 시각화

하는 수 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간정보 련 데

이터를 공개하는 것은 의무지만, 그 데이터가 어떻

게 가공되고 어떻게 사용자와 상호작용할지를 결정

하는 것은 정부보다 민간  시민차원에서 고안해 

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한 공간정보 서비스

를 한 정부 역할이 불확실한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은 공간정보 서비스에 한 

최종 인 모습을 정부가 직  선택하는 것이 아니

라, 공간정보 서비스의 이해 계자인 민간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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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생명력을 갖고 최선의 것을 분간해 낼 수 

있도록 선택의 여지를 마련하는 등 시민과 민간에 

의한 집단지성의 극 인 활용이 요구된다.

지 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간정보 

소셜 랫포머로서 정부는 4가지 부분에서 핵심 인 

역할이 요청된다. 첫째, 스마트 사회에 걸맞은 공간

정보 소셜 랫폼의 인 라를 구축한다. 둘째, 공간

정보 소셜 랫폼의 유용성을 보여  수 있는 시

인 모델을 제시한다. 셋째, 민간 는 1인 개인기

업의 개발자들이 공간정보 소셜 랫폼에 참여하도

록 자극하는 매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넷째, 공간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해 계자들이 공간정보 

소셜 랫폼 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만들어 이들

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6. 결 론

본 연구는 P. Savalle가 제시한 소셜 랫폼이 갖

추어야 할 주요 개념과 소셜 랫폼의  개념을 검토

하 다. 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확 에 따른 

공간정보의 소셜화 상을 살펴보았으며, 공간정보 

랫폼과 련된 선행연구와 황을 검토하 다.

공간정보 오 랫폼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

인 자생력을 갖추기 하여 공간정보 소셜 랫폼으

로의 략  환이 필요함을 제시하 다. 구체 인 

공간정보 소셜 랫폼의 모습을 제시하기에 앞서 공

간정보 소셜서비스를 구 하는 제반기술과 구 사

례들을 기업과 공공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 P. 

Savalle가 제시한 소셜 랫폼이 갖추어야 할 주요 

개념을 기 으로 공간정보 오 랫폼의 소셜화 요

구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

의 이해 계자들과 이를 지원하는 련 기술들을 

아우르는 랫폼 략으로서 공간정보 소셜 랫폼

의 개념을 제시하 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사회에 

걸맞은 공간정보 소셜 랫폼의 인 라 구축, 공간정

보 소셜 랫폼의 유용성을 보여  수 있는 시

인 모델 제시, 랫폼 이해 계자들의 참여를 자극

하는 매자로서의 역할, 랫폼 에서 지켜야 할 

규칙의 마련과 이해 계자들 간의 조화를 한 환

경조성 등 ‘공간정보 소셜 랫포머’로서 정부의 역

할을 제시하 다. 

정보화 사회에서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는 정보화 

사회에서 축 된 공간정보의 사회 ·기술  자산을 

기반으로 스마트 사회에 걸맞은 방식으로 새롭게 

환하여야 하는 시  요청이 있다. 스마트 사회

에서 공간정보 소셜 랫폼은 경제․산업․생활 등

의 활동을 지원하고 공간정보 시장의 참여  기반

을 마련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발하는 공간정보 생

태계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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