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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siness related to geographical location of customer, the 

need for the storage and analysis of geographical location data is increasing rapidly. Geographical location data have 

a  spatio-temporal nature which is different from typical business data. Therefore, different methods of data storage 

and analysis are required. This paper proposes a multi-dimensional data model and data visualization to analyze 

geographical location data efficiently and effectively. Purchase order data of an online farm products brok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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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is applied to display information on maps, thereby to enhance data vis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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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지리정보는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 받

고 있다. Google, MS 등은 ‘Google Earth’, ‘Live 

Search Map’ 등의 지도검색 서비스를 통해 각종 지

리정보와 길 찿기, 실시간 교통정보, 공사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 그 역을 확 해가고 있다. 

지리정보가 새로운 서비스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지리정보를 활용한 고객 계 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기술인 gCRM(geographic 

CRM)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5]. 몇몇 사

례를 살펴보면, 비씨카드사는 주거형태, 주변상권 

등 카드사용에 향을 미치는 공간  특성에 따라 

고객을 세분화한 후 마 에 활용하고 있다[4]. 국

민은행은 GIS 포 략시스템을 구축하여 업과 

련된 내․외부 정보를 자지도상에 기록하고, 이 

정보를 토 로 각종 업 략에 활용하고 있다[4]. 

이처럼 지리정보, 기업내부 데이터, 주변 지역의 

외부데이터 등이 결합된 gCRM이 주목 받고 있지만, 

그 한계 한 보이고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eogra-

phic Information Systems)을 기반으로 단일 기

의 고객정보를 지도에 , 분포, 치, 도의 형

태로 표 하는 수 이다. 그리고 GIS 기반으로는 

용량의 데이터를 탐색하거나 패턴을 발견하는 

데는 하지 않다[7]. 이는 사용자와 시스템의 상

호작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8]. 이에 다각 이고, 

심층 인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OLAP(On- 

Line Analytical Processing)과 GIS를 통합 하려는 

연구노력이 필요하다[16].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를 활용한 고객 계 리

에 OLAP 기능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례를 

통한 데이터마트 구 과 시각  분석을 통하여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를 해 온라인 농

산품 쇼핑몰인 ‘H’사의 1년 간의 주문데이터 22,214

건을 사용하 다. 먼  분석을 해 분석용 다차원 

모델을 제안 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해 CRM의 

고객세분화 기법  RFM분석을 실시하 다. 고객

의 지리정보분석을 진행하기 하여 시각화 분석

을 바탕으로 하 다. 지리  시각화분석을 해 고

객의 주소정보를 지오코딩(Geocording)하여 지도 

좌표데이터로 생성하 다. 제안된 모델에 따라 데

이터마트를 구 하 다. 구 된 마트를 기반으로 

시각  분석 툴인 Tableau 5.0[26] 을 이용하여 분

석을 수행하 다.

2. 련 연구

2.1 gCRM에 한 연구

gCRM은 일반  CRM과 GIS의 결합으로, 일반

 CRM에 공간  혹은 지리  차원을 부가한 것

이다[9]. gCRM은 고객, 상 들의 치, 체인 의 

근성, 각 업 지역의 잠재력과 같이 지역들 간

의 계  그런 계들의 특징에 심을 둔다는 

에서 일반  CRM과 차이가 있다[13]. 

오늘날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gCRM 시스

템들은 주로 상업지역 분석  타겟지역의 추출, 

고객정보 분석  고객세분화, 상   서비스 지

의 리, 지도와 포트를 이용한 분석 등의 기

능을 제공한다. 

이런 기능을 발휘하기 해서는 고객의 정확한 

치 데이터의 습득, 고객 주소 데이터의 정제, 외

부 데이터와의 통합이라는 기술  제 조건을 충

족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고객 치 정보가 부분 

질문지 형식으로 수집되며, 외부 데이터는 개인 사

생활 침해와 같은 법  문제와 연루되기 때문에 분

석 심의 gCRM을 한 제 조건을 만족시키기

란 쉽지 않다[2].

하지만 개인 모바일 GPS, RFID, 신용카드, IC교

통카드, 개인 이동통신 단말기 등 기술의 발 으

로 고객의 치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차 늘어나고 있다.

2.2 고객세분화

세분화는 고객들의 기본 인 구매행태, 즉 고객

이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매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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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악하는 것이다[3]. 세분화의 목 은 

고객 집단별로 차별화 략과 집 화 략을 실시

함으로써 핵심고객에게 서비스를 극 화하고자 하

는 것이다.

세분화 기법으로는 <표 1>과 같이 통 인 단

일 기 에 의한 직  세분화 방법과 다기  스코

어에 의한 세분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11], 

이러한 세분화의 기 변수로는 인구통계학  변수

(연령, 성별, 가족 수, 교육수 , 소득, 종교, 사회계

층 등)와 고객 행동  변수(추구혜택, 상표충성도, 

가격민감도 등)가 있다[3]. 

<표 1> 고객세분화 기법

분류 상세기법

통 인 
기

- 상품에 의한 세분화
- 연령에 의한 세분화
- 구매액에 의한 세분화
- 기타 고객 로 일에 의한 세분화 등

다기
스코어

- RFM에 의한 세분화
- LTV에 의한 세분화
- 통계모형에 기반한 세분화

어떤 세분화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고

객세분화의 목 , 보유하고 있는 고객 련 데이터

의 종류, 고객세분화를 한 잠재  기  보유 여

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이  RFM 분석은 비교  원리가 간단하며 

높은 반응률을 보이기 때문에 실무 으로 많이 활

용되고 있다[12]. RFM 분석은 고객이 얼마나 최근

에 구매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최근성(Recency), 얼

마나 자주 구매했는가를 나타내는 빈도(Frequen-

cy), 얼마나 구매했는가를 나타내는 구매액(Mone-

tary Amount) 3개 요인을 분석하여 정량 으로 고

객을 등  분류하는 방법이다[15]. Hughes(2005)는 

두가지 등 부여 방법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정 5등

 방법(Exact Quintiles)과 직분류 방법(Hard Co-

ding)이다. 자는 정확히 같은 크기의 5개 그룹을 

생성하는 방법(각 그룹은 체 고객  정확히 20%

를 차지)이고, 후자는 각 셀마다 임의의 데이터 범

를 할당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을 사

용하더라도 많은 등 을 사용할수록 더 세부 이

고 과학 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그룹을 분류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10

등  이상으로 그룹을 세분화 할 필요는 없으며, 

상의 특성을 고려한 모델 설계자의 직 에 의해 

등  수가 결정된다[15]. 

RFM 수는 고객의 수익기여도를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들의 선형결합을 구한 수(Score)이다. 

RFM 수는 최근 구매시기(R), 총 구매수량(F), 

총 구매 액(M) 고객의 수익기여도를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들의 선형결합을 구한 수(Score)이다. 

즉 가장 최근에, 얼마나 자주, 상품 구매에 많은 비

용을 들 는가에 한 개별 정보를 수치화 시켜 각

각의 요인(R, F, M)에 가 치를 부여한 후 합산하

여 구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 인 RFM모형은 다

음과 같다.

RFM가 합 = W1×R + W2×F + W3×M

RFM 수 = (RFM가 합/ 5)×100

여기서 W1, W2, W3은 각 요인에 한 가 치가 

된다. 각 변수들의 가 치를 산출하는 방식에는 

크게 통계  추정방식, 거래 비율 분할 방식 그리

고 보정 지수 산출방식이 있다. 먼  통계  추정 

방식이란 회귀분석과 같은 통계  분석 방법을 통

해 각 변수의 가 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즉, 수익

성을 종속 변수로 R, F, M을 각각 독립변수로 설

정하여 다  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각 변수들

에 한 계수(Coefficient) 값을 추정해 낼 수 있다. 

둘째, 거래 비율 분할 방식이란 R, F, M의 각 

수 구간(보통 1～5 )에 포함되는 고객들의 비율

을 바탕으로 가 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일반

으로 4등 과 5등 의 고객 비율을 평균하여 각 

R, F, M의 가 치로 활용한다. 끝으로 보정 지수 

산출은 특정 변수의 수가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특정 변수의 의미가 잘못 해석될 수 있는 험을 

해소하기 해 변수들의 수를 보정할 수 있는 

지수를 제공하는 방법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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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차원 모델 개발을 한 방법론

분석용 데이터베이스인 데이터웨어하우스를 구

축하기 해서는 테이블 형태(2차원)의 운 계 데

이터베이스를 다차원 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형태

로 변환시킨 것이 다차원 모델이다. 다차원 모델

은 비즈니스 정보에 한 논리  모델로서 으

로 사용자의 분석목 에 맞도록 사용자의 에

서 설계하며 비즈니스를 표 하는 가장 자연스러

운 형태이다[6].

분석계 데이터베이스인 데이터웨어하우스 는 

데이터마트를 구 하는 데 요한 이슈 의 하나

는 질의, 탐색, 보고, 분석을 지원하는 다차원 데이

터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에 한 것이다[14]. 지

까지의 다차원 데이터 모델 개발 방법은 기본 으

로 세가지(데이터 심 , 목  심 , 사용자 

심 ) 방법이 존재한다[7, 18].

데이터 심 방법은 소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논리

인 데이터 스키마(스타, 스노우 이크, 스타ER, 

ME/R)를 설계하는 것이다. 데이터 심  근 방

법은 소스 데이터만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정보 요구

에 히 부응할 수 없다는 문제 을 갖는다. 

목  심  방법은 데이터웨어하우스 는 데이

터마트를 기업의 략과 비즈니스 목 에 맞추는 것

을 강조한다. 기업의 략  목 과 고객 서비스를 

확인하고，이와 련된 주요 비즈니스 로세스를 

SOM(Semantic Object Model) 스키마를 용하여 

분석한 후，각 로세스에서 요구되는 차원과 측정

지표를 확인하여 다차원 데이터 모델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심  방법은 사용자 요구

사항 분석 로세스에 을 맞추어 최종 사용자

의 참여를 진시킨다. Westerman(200l)은 월마트

에서 개발한 방법을 기술하면서[24], 일반 인 비

즈니스 요구에 기반하여 우선 로토타입을 개발

하고 이에 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집  분

류하여 로토타입에 용하는 사용자 심  방

법을 제안하 다. 

앞에서 살펴본 다차원 데이터 모델 개발을 한 

세 가지 방법론은 상호보완 이며, 이들을 통합하

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다차원 데이

터 모델 개발 시 데이터 , 목  , 사용자 

을 균형 으로 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데이터 심  방법과 사용자 심  

방법을 혼용하여 구축하 다. 즉, 일차 으로 가용

한 데이터를 심으로 로토타입(데이터마트와 

분석화면)을 완성하 고, 향후 인터넷몰 계자에

게 로토타입과 그 결과물을 제공하여 피드백을 

얻고, 그 피드백을 기 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하 다. 그리고 다차원 정보분석을 해 OLAP의 

기본 인 데이터 근 방식인 드릴다운(Drill-Down), 

드릴업(Drill-Up), 드릴어크로스(Drill-Across), 드릴

쓰루(Drill-Through)를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 다. 

2.4 데이터 시각화 연구

시각화는 시각  이미지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표

하는 로세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17], 표 하

려는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크게 과학  시각화와 

데이터 시각화로 구분된다[19]. Tegaden(1999)은 

비즈니스 데이터 시각화를 ‘비즈니스 데이터를 시

각화하기 해 시각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 다. 비즈니스 데이터는 다른 유형의 데이

터와 비교하여 추상 , 이산 , 다차원 이기 때문

에 상 으로 시각화가 어렵다[22].

Tegaden(1999)은 데이터 시각화 설계에서 가장 

요한 것은 한 시각  표 의 선택으로 데이

터 시각화 설계자는 련 데이터와 업무의 이해를 

수반해야 한다고 하 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설계자는 시각화의 기 가 되는 원시 데

이터의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 데이터 속성은 데

이터 소스，데이터 유형(이산  는 연속 ), 데

이터 차원성，데이터 수 (명목，순차，등간，비

율), 데이터 신뢰성 등을 포함한다. 데이터의 속성

을 이해하는 한 방법으로 데이터 모델링이 유용할 

수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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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을 한 로세스

둘째，시각  표  형식은 련 업무에 따라 결

정되므로 설계자는 의사결정자에 의해 수행되는 업

무에 집 해야 한다. 인지 합이론에서는 데이터의 

표  형식과 의사결정 업무 사이의 합이 문제해

결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23]. 

데이터 표  형식과 업무가 의사결정자에게 동일한 

정보와 로세스를 요구할 때 인지 합이 발생하

고, 일 된 정식표상을 만들어 결과 으로 의사결

정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마지막으로， 설계자는 한 시각화 구성요소를 사

용해야 한다. 시각화 구성요소는 시각  기호 (Visual 

Glyphs)와 시각  속성(Visual Property)으로 구

성된다[10]. 시각  기호에는 , 선, 면, 아이콘 등

이 있으며, 시각  기호에 데이터 개체 값을 부여

하면 시각  속성이 된다. 기본 으로 시각  속

성에는 치(X 좌표, Y 좌표, Z 좌표 등), 크기(높

이, 길이, 폭 등), 색, 방 , 모양, 애니메이션 등이 

있다[20].

3. 분석을 한 다차원 모델

고객군의 지리  패턴 발견과 시각  분석을 

하여 [그림 1]과 같은 로세스를 수행하 다. 1) 

원시데이터의 각 필드의 속성을 악하 다. 2) 분

석을 한 다차원 모델을 설계하 다. 3) 공간데이

터인 주소를 지오코딩하여 경․ 도 좌표를 생성

하고 주소정제  추가 데이터를 생성하 다. 4) 생

성된 추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리  데이터를 생

성하 다. 5) 고객 세분화를 한 RFM Scoring을 

실시하 다. 6) 생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마트를 구 하 다. 7) 시각  분석 툴인 Tableau 

5.0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3.1 원시데이터 이해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인터넷 농산품 쇼핑

몰에서 2008년 9월 25일부터 2009년 9월 24일 동

안 발생한 주문정보 22,214건이다. 원시데이터는 

<표 2>와 같이 10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원시데이터 필드

필드명 설  명 

일련번호 주문 일련번호 

주문일 년/월/일   시:분 :

발송일 년/월/일   시:분 :

매자주소 농산물 매자 주소 

고객주소 주문 배송지 주소 

카테고리1 상품의 소분류 

상품명 엑기스,  10kg, 백미 20kg

매출액 주문 수량 × 상품 단 가격 

 상품가격 쇼핑몰에서 매 되는 가격

수량 한 상품에 한 주문 수량 

3.2 다차원 모델 설계

고객별 주문정보가 내포하고 있는 지리  정보

를 기반으로 고객 분석을 하기 해서는 [그림 2]

와 같이 8개 차원을 갖는 다차원 모델이 필요하다. 

<표 3>은 다차원 모델의 세부구조를 설명하고 있

다. 각 차원과 차원항목, 측정지표, 비즈니스 룰(측

정지표의 계식, 차원항목의 계측구조식)을 정리

한 것이다. 

공간차원인 고객주소와 매자 주소는 ‘서울 진

구 모진동 214번지’ 등과 같은 서술 인 요소와 이를 

지도 에 표 하기 해  ‘(127.073056, 37.547144)’와 

같은 지리좌표를 포함한다.

이는 Rivest 외 2인(2001)이 말한 비지리  공간



132 조재희․하병국

[그림 2] 다차원 모델 구조

<표 3> 다차원 모델 세부구조

차원 차원항목 비즈니스 룰

측정지표
 상품가격 , 매수량

 주문처리시간 발송시간-주문시간

고객주소
 서울 진구 모진동 214번지 
(127.073056, 37.547144), …

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합계
서울, … 진구, … 모진동, …

매자주소
 북 완주군 화산면 종리 용수마을 산하농원 

 (127.23183, 36.005722), …

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합계

북, … 완주군, … 화산면, …

주문시간 2008 / 9 / 25～2009 / 9 / 24 년/월/일/시 

발송시간 2008 / 9 / 25～2009 / 9 / 24 년/월/일/시

상품  해바라기부사/ 10kg / 32과, ….
카테고리 2 카테고리 1

사과, … 과일/견과류, …

배송지형태
 아 트, 빌라, 주택, 맨션, … 주거용

 학교, 공장, 건물, 회사, … 사업용

고객등  Platinum, Gold, Silver, Bronze, Copper RFM 수

차원, 지리 공간차원, 혼합형 공차원항목의 특성

만을 가지고 공간차원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차원항목이 항목의 특성을 기술하는 애트리

뷰트(Atribute)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이다[8]. 비지리  공간차원항목인 고객주소와 

매자주소는 애트리뷰터로 지리좌표를 가짐으로써 

지리 인 표 과 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구조

를 <표 5>에서 ‘서울 진구 모진동 214번지 2층

(127.073056, 37.547144)’으로 표기하 다.

고객․ 매자 주소 차원은 ‘ 역시․도’→ ‘시․

군․구’→ ‘읍․면․동’ 순으로 각 벨 사이에 계

층구조를 가지며 상 벨인 행정구역을 지리  

분석단 로 설정 하 다. 주문시간과 발송시간은 

‘년, 월, 일, 시, 분, ’ 순으로 각 벨 사이에 계층

구조를 가지며 분석은 최소 ‘시’ 단 로 실시하

다. 상품 한 ‘카테고리’→‘카테고리 2’→‘상품명’의 

순으로 각 벨사이에 계층구조를 가진다. 배송지

형태는 배송지의 건물과 주소지의 상호를 기반으

로 주거용과 사무용으로 설정하 다. 고객등 은 

RFM 수를 바탕으로 5그룹으로 세분화 하 다.

3.3 주소 데이터 정제  지역데이터 생성

지리  정보를 시각 으로 표 하기 해서는 

명목  공간(주소)에 한 지리좌표 데이터를 추가

해야 한다. 그 표 인 방법으로 주소정보를 지리

좌표인 경도와 도로 변환하는 지오코딩(Geocod-

ing)을 들 수 있다. 를 들어 고객이 ‘서울시 강남구 

치동 **2차 아 트’에 한 경도와 도(127.049539, 

37.498201) 좌표 값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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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R, F, M 수 기 표

수 R F M

1 257일～ 1회 ～25,000원

2 166～256일 2회 25,100～36,000원

3 103～165일 3회 36,100～55,000원

4 58～102일 4회 55,100～100,000원

5 1～57일 5회 이상 100,100원～

<표 5> R, F, M 가 치 산정표

RFM
계산
방법

체 상 20% 비율 가

R
가
평균

152.33일 120.42일 0.209 16%

F
빈도
비율

22,214건 10,828 0.487 38%

M
액
비율

8
**
,
***
,935원 5

**
,
***
,285원 0.601 46%

 합계 1.297 100%

<표 6> RFM 값에 따른 고객 등

RFM값 등 고객수 비율

20～36 Copper 3,499 33.09%

37～52 Bronze 2,970 28.09%

53～68 Silver 2,258 21.35%

69～84 Gold 1,030 9.74%

85～100 Platinum 818 7.74%

를 이용하여 고객의 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보다 지리  속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지오코딩을 실시함에 있어 요한 부분이 정확

한 주소이다. 입력한 주소가 오타나 단어 락으로 

잘못 입력되었을 때 좌표 값을 찾을 수 없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주소정제 작업이다. 주소정제에는 오

타나 단어 락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변경이나 새

로운 주소 체계로 변경되었을 때 기존의 내용을 변

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지오코딩  정제 서비

스 한 새로운 비즈니스로 선보이고 있다. 국내에

서는 약 5개 정도의 문솔루션 업체가 있는 것으

로 악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  오 메이트사의 

지오코딩 문솔루션 서비스[25]를 사용하 다.

오 메이트의 지오코딩 솔루션을 선택한 이유로

는 지오코딩과 주소정제를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추가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공 되었다. 추가 으로 제공된 데이터로는 건물종

류, 지번면 , 소유구분, 지 가격 등 40개 항목이다. 

그  건물종류를 활용하여 고객의 주거형태를 구

분하는데 참고하 다. 재 오 메이트의 지오코딩 

솔루션은 제한 으로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3.4 고객 세분화를 한 RFM 수

본 연구에서는 고객의 수익성 분석에 활용되는 

RFM 모형을 사용하여 고객 세분화를 실시하 다. 

연구에서 R, F, M의 수는 정 5등 (Exact Qui-

ntiles)을 용  산출하여 <표 4>와 같이 R, F, 

M 수 기 표를 완성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가

치 선정을 해 토 법칙을 용한 거래비율분

할방식을 사용하 다. 거래비율분할방식은 먼  상

 20% 고객의 최근성, 빈도, 구매 액을 가 치의 

기 으로 정하고 각각의 체 값에서 상  20% 고

객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 이때 최근성은 기간

의 숫자값과 역의 의미를 가지므로 다음과 같이 

{( 체평균 최근성-상  20%의 평균 최근성)/ 체

평균 최근성}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표 5>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온라인 농산품 쇼핑몰 고객의 

RFM 가 치를 산정한 표이다. 

앞 제 2.2 에서 살펴본 RFM 모형에 따르면 RFM은 

최하 20에서 최고 100까지의 값을 가진다. Hughes 

(2005)의 직분류(Hard Coding)방법을 사용하여 RFM 값

을 16  단 로 구분하여 고객을 5등 으로 나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 온라인 농산물 쇼핑

몰 고객 등 별 고객수를 <표 6>과 같이 정리하 다.

3.5 데이터마트 구축

지도 에 고객데이터를 시각 으로 표 하기 

하여 제안된 다차원 모델을 반 하여 [그림 3]과 

같이 1개의 사실 테이블과 5개의 차원 테이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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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스노우 이크 스키마

[그림 4] ‘ 역시․도’ 별 고객군 황

갖는 스노우 이크 스키마를 설계하 다. 

사실(fact) 테이블은 시간(Time ID), 상품(Pro-

duct ID), 고객(Customer ID), 매자(Seller ID)를 

속성으로 가지며 이들은 각각의 차원 테이블과 조

인되어 있다. 그리고 측정지표인 상품가격(Price), 

매수량(Quantity), 주문처리시간(Processing Time)

을 속성으로 갖는다. 지리좌표(Coordinates) 테이블

은 주소의 경도(Address_Longitude), 주소의 도

(Address_Latitude), 역시․도의 경도(State_Longi-

tude), 역시․도의 도(State_Latitude), 시․군․

구의 경도(City_Longitude), 시․군․구의 도(City_ 

Latitude)의 속성을 갖는다. 지리좌표(Coordinates) 

테이블은 향후 다른 공간 데이터와의 연계를 하

여 고객(Customer) 테이블과 매자(Seller) 테이

블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계형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4. 분석  해석

OLAP 툴  시각  분석 기능이 우수한 Tableau 

Software사의 Tableau 5.0을 사용하여 데이터마트

를 분석한 결과이다. OLAP의 기본 인 드릴다운, 드

릴쓰루를 활용한 분석으로 [그림 4]～[그림 7]은 사

용자가 직  툴을 조작하여 분석을 실시한 화면이다. 

[그림 4]는 탐색 으로 고객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리정보의 상 벨인 각 ‘ 역시․도’별로 고객

군의 비율이 어떠한지를 한 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해 X축에는 역시․도의 경도좌표를 Y축

에는 역시․도의 도좌표를 치시켜야 한다. 

Tableau 5.0에서는 Web Map Service(WMS)를 

지원하므로 경․ 도 좌표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지도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으로 표 될 때 보다 집계정보를 활용하여 사용

자의 분석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원의 크기는 각 

지역별 매출의 합을 나타내고 있고, 각 조각의 색

은 고객군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에서 보는 와 같이 각 지역별 매출 규

모가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

으며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면 많은 매출을 보이는 서

울지역 내에서의 황이 궁 하다. 이는 분석의 

단 를 서울지역으로 드릴다운 하여 분석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를 해 X, Y축에 시․군․구의 

경․ 도 좌표를 치시키고 서울지역만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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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서울시 구별 고객군 매출 황

[그림 6] 서울 강동구의 고객군 분포

[그림 7] 고객 구매 패턴 분석

[그림 8] 서울시 구별 배송지 형태 비율

면 [그림 5]와 같은 화면을 생성할 수 있다.

[그림 5]는 서울지역의 각 구별, 고객군별 매출 

황이다. 같은 서울지역 내에서도 강남, 송 , 강

동 지역이 많은 매출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 강동구의 고객을 보면 

Platinum 고객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강동구 지역의 고객군 치를 나타내

고 있다. 색깔은 각 고객군을 의미하며, 원의 크기

는 구매 액을 크기로 나타내고 있다. 에 띄는 

Platinum 고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발견된 

고객을 선택하여 구매이력을 드릴쓰루 하면 [그림 

7]과 같은 구매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고객은  

제품을 정기 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제품 

에서 ‘백진주’ 제품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그림 7]의 일련의 활동들은 기존의 GIS

와 비교한다면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방 한 분량의 데이터에 근하여 드릴다운(Drill- 

Down), 드릴쓰루(Drill-Through)의 방식을 사용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 하나의 

분석도구에서 여러 형태의 시각  분석이 가능하

다는 잘 보여 다. 

[그림 8]은 상품  매출 규모 상  30개 제품을 

상으로 서울지역의 각 구의 배송지 형태별 매

액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배송지 형태를 주거용, 상업용으로 구분하여 색

으로 표  하 다. 원의 크기는 지역의 매 액

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분 주거용 배송지의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이 으로 종로구와 등포구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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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6개월간 고객군 상품 구매 지도 

[그림 9] 상업용 배송지 상품목록( 등포구, 종로구)

업용이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두 지역의 배송지 형태별 특성을 확인하기 

해 두 지역의 상품 구매이력을 확인하 다. 

[그림 9]는 두 지역의 상업용 배송지의 상품 목

록을 나타내고 있다. 상품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공류의 제품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

품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 을 때, 간편

식 주의 구매패턴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0]은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서울지역

의 고객군별로 카테고리1 수 에서의 상품 구매를 

지역 으로 표 한 것이다. 좌측(X축)으로 갈수록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에서 아래(Y

축)쪽으로 각 고객의 등 을 나타내고 있다. 원의 

크기는 주문횟수를 나타내고, 상품의 분류는 이

차트를 이용하여 각 조각으로 표 되었다. 상단의 

Platinum 고객군은 시간의 변화에 큰 변화 없이 

주기 으로 일정 수 의 주문을 보이고 있다. 지

리 으로 보면 은평구, 노원구, 강남구, 강동구에

서 일정한 구매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반면

에 Silver, Bronze 고객군에서는 8월, 9월 주문량

이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ooper 고객군은 주

문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Cooper 고객군의 특성상 신규 고객이거나 이탈 

고객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고객분석의 요구가 필

요하다고 단된다.

[그림 10]은 기존의 GIS가 단일차원의 시각  

분석을 제공하 다면, OLAP 기능을 활용하여 시

간, 공간, 상품, 고객의 다차원  시각분석이 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향후 과제

지리정보를 활용한 고객 계 리를 한 단일 

GIS 기반의 gCRM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OLAP의 

활용 가능성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 다. 이를 

해 다차원모델을 설계하고, 데이터마트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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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분석 도구를 통하여 분석과 해석을 실시

하 다. 분석의 결과를 실무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받았다.

“고객 치정보를 고객 계 리 시스템에 포함

시키면 시각화 효과가 커서 지역별 로모션을 

한 상 고객발굴에 좋을 것 같다. 재 본사는 오

라인 매장이 없고, 량 택배를 통해 고객에게 

우송되므로 지리  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그

러나 농가체험 상품이 증가추세 인데, 이러한 상

품 분석  개발에 있어서 지역과 거리 요인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지리정보를 활용한 고객 계

리에 OLAP 기능의 결합의 필요성을 제시 하고

자 하 다. 그리고 사례를 통한 테이터마트 구

과 시각  분석을 제시함으로서 논지를 뒷받침하

다. 기존의 GIS 기반에서는 단일 기 의 고객정

보를 지도에 표 하 다면 이번 연구에서는 다차

원 으로 지도상에 표 하 다. 그리고 용량의 

데이터를 탐색하는 데는 하 다. 물론 지리  

패턴을 발견하지는 못 하 으나 연구의 범 가 지

리  패턴 발견을 한 데이터마트 구 과 시각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안하는 수 에서는 충

분하 다.

지리정보의 활용분야는 다양하고, 기회가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용분야의 한계가 존재하

는 것은 사실이다. 서론에서 말한 용 사례들 

한 오 라인 비즈니스들이 부분이다. 앞으로 지

리정보를 활용한 고객 계 리의 비즈니스 활용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실시함에 있어 한계로는 OLAP 기능

과 GIS 기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분석도구가 없어 

시각  분석이 띄어난 Tableau 5.0을 사용하 으

나, 지리  속성을 악하기에는 지도 서비스

(WMS)의 수 이 낮았다. 그리고 아 트와 같은 

다층구조의 지리정보를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

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다양한 지도의 활용으로 

지리  속성( 치, 건물, 지형, 인구 도, 상업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GIS의 장 을 활용할 수 있

는 연구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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