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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 보이는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기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또한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민원 내용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민원 신고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합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한다. 사용자는 민원

에 집중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정부 기관에서도 즉각적인 민원 확인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 

관공서 간의 빠른 민원 파악 및 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키워드: 민원 공유(civil complaint),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I. 서 론

그 동안 스마트폰으로 눈앞에 보이는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민원

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

히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행전안전부는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

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고 경기도에서 한 달 동안 시범 운영

서비스를 한 후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산할 예정이다[1]. 소셜 네트

워크는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소셜 네트워크 공간에서 민원이라는 주제를 다

루면 사용자들의 참여도가 늘어나 높은 파급력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를 통해 민원 공유 기능을 추가하고자 한다. 자기 주변의 생활 불

편 사항들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민원이 업로드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전파 및 공유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생활 불편 사항들을 쉽게 열

람할 수 있다. 또한 민원 처리 우선도에 대해 카운터 기능을 갖는 

공감 버튼[2]의 클릭 횟수를 통해 공공 기관 및 지자체에서 우선

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원 공유 기능

과 공감 버튼을 통해 민원 참여도 및 처리율을 향상시킨다.

II. 본 론

1. 시스템 설계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민원 공유 소셜 네트워크 애플리

케이션에 대한 시스템 구성도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먼저 업스트림, 즉 폰에서 서버로 글을 올릴 때 또는 어떤 글에 

댓글을 달 때 글에는 텍스트와 사진 GPS 좌표가 포함되며 여기서 

사진은 카메라 촬영 또는 안드로이드의 사진 라이브러리에서 가져

올 수 있다. GPS 좌표는 휴대폰의 GPS 센서로부터 얻은 후 네이

버맵 OpenAPI[3]에 좌표값을 넘겨주면 API에서 자동으로 네이버

맵 서버와 통신을 하여 해당 좌표의 지도 이미지를 넘겨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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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스템 구성도

Fig 1. System Configuration

 

 
이러한 이미지는 UI 상에 출력되지만 서버는 이 지도 이미지까

지 가질 필요는 없으므로 텍스트와 사진, GPS 좌표만을 XML로 

묶어서 서버에 전달하게 된다. 이 후 서버에서는 DOM Parser를 

통해 텍스트와 사진, GPS 좌표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하게 된다. 다운스트림, 즉 글을 읽을 때는 스마트폰에서 서버로 

특정 글의 읽기를 요청하면,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해당 글

의 텍스트와 사진, GPS 좌표를 XML로 감싸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 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DOM Parser를 통해 

요소들을 각각 분리한 다음 UI 상에 출력하게 된다. 이 때, 사진은 

사진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가능하고 GPS 좌표는 좌표 자체를 출

력하는 것이 아닌 네이버맵 OpenAPI를 통해 지도 이미지로 출력

하게 된다.

2. 시스템 분석

기존의 행정안전부의 생활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과 우리 애플

리케이션에 대한 차이점은 표 1과 같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는 one to many, 즉 한 사람의 말이 다수에게 전달되는 파급력을 

갖는다[3]. 본 논문의 애플리케이션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파

급력을 바탕으로 민원 신고 및 처리율의 향상 효과를 갖는다. 신고

로 인한 보복과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

해 허위 신고는 방지하되 닉네임으로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공감 버튼을 통해 같은 내용의 신고 내역에 대해서 중요

도를 높이는 효과를 갖는다. 이를 통해 중복된 내용의 글을 올릴 

필요가 없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생활 불편 신고는 단순 신고만 가능하지만 본 논문의 애플리케

이션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을 수

도 있고 공감 버튼의 클릭 횟수에 따라 가장 상위에 노출됨으로써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해당 신고 내역에 대해서 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표 1.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

Table 1. Comparison with an existing system

항목
생활 불편 신고

(행정안전부)

본 연구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능
없음 있음

회원가입 및

인증방법

실명 입력

(휴대폰 번호는

입력된 상태)

회원가입 간소화

공감 버튼 미지원 지원

사진/동영상

업로드
가능 가능

비밀글 기능 지원

미지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개방성 

활용)

III. 결 론

기존의 생활 불편 신고 애플리케이션의 단점인 민원 내용에 대

한 공유와 확인이라는 점을 보완한 Android를 이용한 민원 공유 

Social Network System이 구축되면 민원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세분화된 카테고리와 직관적 UI를 통해 사용자들

은 더욱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하게 되고 주변 민원에 대해서도 쉽

게 파악할 수 있다. 관공서에서는 처리 우선도가 높은 민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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