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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계관리(CRM) 나 마케팅과 같은 경영

1. 서론

방식에서도 대용량의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같은 응용
분야를 접목하고 있다. gCRM은 지리정보시

고객관계관리(CRM) 나 마케팅과 같은 경영방

스템과 고객관계관리를 결합한 것으로, 이

식에서도 대용량의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사

러한 실정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경영

용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같은 응용 분

방식이다. gCRM은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

야를 접목하고 있다. gCRM은 지리정보시스

로부터 관심있는 분야를 찾아내고 분석하게

템과 고객관계관리를 결합한 것으로, 이러한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마이닝이라는

실정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경영 방식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gCRM은 일반적

이다. 예를 들어 ‘
부산 스포츠 센터를 중심으

인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공간 데이터베

로 반경 1km내에 주거하는 년 소득이 3000

이스 역시 많이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공간

만원 이상 되는 30대 남성의 고객분포 분석’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관심있는 부분이나 관

이나 ‘
부산 보험회사 일대의 어떤 정유회사

계 그리고 특성 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공

주유소에 대한 직장 여성들의 이용도 분석’

간데이타마이닝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등과 같이 고객관리에 지리적인 요소가 추가

gCRM 솔루션들의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됨으로써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

공간데이타마이닝 기법과 어떠한 관계가 있

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gCRM은 대

는지를 살펴봄으로써 gCRM과 공간데이타

규모의 영업지점 관리가 필요한 금융업계나

마이닝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

유통업계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리하였다.

고객위치의 속성을 파악하고 텍스트로 보여
주던 분석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멀티미디어

키워드

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고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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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관리와 차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gCRM은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다.

어떤 규칙적인 지식을 찾아내고, 분석하게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마이닝이 필

는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된 gCRM 솔루션들

요할 것이다. 현재의 gCRM은 고객관계관리

에 대하여 소개한다. 3장에서는 기존에 연구

와 지리정보시스템이 결합한 상태이다. 따

되어진 공간데이타마이닝 기법들에 대하여

라서, 고객관계관리에 적용된 데이터마이닝

살펴보고, 4장에서는 gCRM 솔루션들의 기능

을 사용하고 있다[8]. 하지만 엄격히 말하

을 중점으로 공간데이타마이닝 기법과 접목

면, gCRM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뿐만 아

될 수 있는 부분이 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

니라 원격탐사, 지리정보시스템, 컴퓨터 지

으로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과제에 대하여

도제작 그리고 환경 평가 및 계획 등 다양

언급한다.

한 응용분야에서 수집되어진 공간 데이터로

2. gCRM

부터 이루어진 공간 데이터베이스 역시 많
이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공간 데이터베이
스로부터 관심있는 부분이나 관계 그리고

gCRM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특성 등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공간데이타마

점차 급부상하고 분야로, 현재 국내외 몇몇

이닝이 요구되어질 것이다.

기업에서 gCRM 솔루션을 개발 및 구축하여

그림 1은 공간데이타마이닝을 현 시점

금융업계나 유통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다. 본

의 gCRM 구조에 접목시켜 간단히 그림으

장에서는 국내외에서의 gCRM 에 대한 연구

로 나타낸 것이다.

및 개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표 1은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gCRM 솔
루션들을 표로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표 1

분석 및 운용(관리) 등의 gCRM 기능

에 있는 몇 가지 솔루션들에 대하여 간단히
데이터마이닝

GIS
통합데이타베이스

살펴보기로 한다.

공간데이타마이닝

[9]에서

OLAP 등

내부데이타

Marzer

솔루션은

gCRM을 위한 GIS 마케팅 분석 패키지이다.
그리고,

외부데이타

개발된

지리데이타

GEHO(Geo

Coding

&

House

Holding)은 고객정보의 필수 요소인 주소에
대하여 올바른 주소 체제로 정제하는 솔루션

그림 1. 공간데이타마이닝을 포함한

이다. [9] 와 더불어 국내 gCRM 시장에 크

gCRM의 구조

게

참여하고

있는

[10]에서

개발된

Terrician 솔루션은 GIS를 활용한 영업 마케
본 논문에서는 gCRM의 기능을 중점으

팅

솔루션이다.

그리고,

CAA(Commercial

로 하여 공간데이타마이닝이 gCRM에 유용

Area Analyze r) 솔루션은 상권분석 및 매출

하게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였다.

예측 솔루션으로, [9] 에서 개발된 GIS 상권

본 논문의 이러한 정리는 공간데이타마이닝

분석 솔루션과 같은 시스템이다. [11]은 최

을 gCRM에 접목시킴으로써 현재의 gCRM

근에 gCRM 시장에 참여한 업체로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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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외 gCRM 솔루션 분류

분류

솔루션

설명

Marzer
GIS 목표배정
GEHO
GIS 점포구조조정

국내

GIS 상권분석
Terrician
CAA
시장분석 시스템

국외

비고

GIS 마케팅 분석 패키지

니즈아이

목표배정 및 성과관리 솔루션

니즈아이

주소정제 솔루션

니즈아이

영업지점을 조정(신설, 이전, 폐쇄, 확대 및 축소)

니즈아이

GIS를 통한 상권분석 솔루션

니즈아이

GIS를 활용한 영업 마케팅 솔루션

타스테크

상권분석 및 매출예측 솔루션

타스테크

상권분석 활동을 지원하는 솔루션

오픈메이트

Ameritech

고객의 위치를 파악해서 고객서비스를 증대

미국

meineke

이익발생 가능시장 침투하여 타켓으로 결정

미국

DSS Corp

GIS를 통해 핵심 타켓 지역에 대한 마케팅 집중

미국

Microgis Corp

인구수 기준으로 표적집단 거주 지역을 포착하여
지붕적인 마케팅 전개

스위스

지리정보시스템을 기업의 경영으로 삼고 있

장과 소비자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타켓으로

다. [11] 에서 개발한 시장분석 시스템 솔루

정하는 시스템이다.

션은 지리 및 지역적 위치와 관련이 있는

이외에도 고객과 업체간의 유대감을 형

고객이나 영업지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성하는 전체고객관리 솔루션이나 고객 성향

및 분석, 표현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시장,

을 분석하여 차별화된 고객을 관리하는 특정

고객 그리고 점포망의 지역적인 분포 현황

지역고객관리 솔루션 등 많은 솔루션들이 있

파악을 기초로 합리적인 영업영역

분할과

지만, 본 논문에서는 몇몇 gCRM 솔루션들에

시장변화 예측 및 대책 수립 등 의 상권 분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으로 gCRM이 빠르게

석 활동을 공간적, 시각적 그리고 과학적으

확산되기 위해서는 공간 데이터베이스와 고

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객정보에 대한 계속적인 상호보완 작업과 전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국가적인 일환

문가의 양성이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데이터

으로 인구통계자료, 정보화 자료, 부동산,

마이닝과 같은 gCRM의 기반적인 기술이 다

지형정보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른 나라에 뒤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

데이터의 확보가 용이하며 이러한 자료를

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와 융합하여 점포
전략,

고객성향분석,

타겟

마케팅

3. 공간데이타마이닝

등의

gCRM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7]. 예를 들
면, 표 1에서 meineke 솔루션은

이익 발

공간데이타마이닝에 대한 연구는 이전의 데

생 가능 시장으로 침투하여 가장 유리한 시

이터마이닝 연구에 이어 국외에서는 계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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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미

표 2. 대표적인 공간데이타마이닝 기법

숙한 단계이다. 본 장에서는 국내외에서의
공간데이타마이닝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기법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공간

공간데이타마이닝과

관련하여

국내의

클러스터링

몇몇 기업에서는 공간데이타마이닝과 유사

공간특성

한 개념의 ‘gMining’이라는 기술을 연구 및

묘사

개발하였다[11]. 이 기술은 데이터마이닝과

공간적분류

지리정보시스템을 결합한 것으로, 지리정보

공간방향

시스템의 연산 기능을 새로운 분석 기능이

탐사

나 모델로 확장시켜 데이터마이닝 전반에

일반화

걸쳐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
공간적연관

기술의 장점은 첫째, 분석에 꼭 필요한 데

예
DBSCAN[2], PAM[3][6],
CLARANS[1][3]6]
Neighbors[1][5]

Spatial decision tree[1][2]
Pseudo code 제시[2],
global trend, local trend[1][5]
개념계층구조[3]
<g_close_to, highway17>[2],
X → Y(80%)[3]

이터 처리를 시각적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
어 효율성이 향상된다. 둘째, GIS 를 이용한

공간 클러스터링 기법에는 CLARANS 같은

연산을 통해 거리나 공간연관규칙 등 기존

k-medoid 클러스터링[6], 기본적으로 데이

의 수치데이터 위주의 분석으로 변수화 하

터베이스에서 모든 객체의 이웃을 검색하는

지 못했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어 분석의

Single scan 클러스터링 그리고, 밀도 기반

예측력을 크게 향상시켜줄 수 있다. 셋째,

의 클러스터링 등이 있다[1]. 공간특성묘사

GIS의 연산기능을 이용한 새로운 분석기법

기법(Spatial Characterization) 은 데이터베이

개발 및 모델 구축이 가능하여 데이터마이

스의 선택된 서브셋에 대해 간결한 묘사나

닝의 영역을 한단계 확장 시킬 수 있는 효

서술 등을 찾기 위한 방법이다. 공간적 분류

과가 있어 데이터마이닝 전반에 걸친 수행

(Spatial Classification) 기법은 객체의 속성

능력 향상 및 활용도 제고가 가능하게 된다.

값을 기반으로 한 주어진 클래스의 집합으로

이 기술은 위와 같은 장점들을 이용하여 데

부터 하나의 객체를 하나의 클래스에 할당하

이터마이닝 툴과 지리정보시스템의 자유로

는 방법이다. 공간 방향 탐사(Spatial Trend

운 결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Detection) 기법은 주어진 시작 객체로부터

공간데이타마이닝에 관한 연구는 국내

움직일 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공간 속성

보다 국외에 많이 연구되어 알려져 있다.

의 규칙적인 변화로 정의되는 방법이다.

표 2는 기존에 연구된 대표적인 공간데

[3]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어진 대표적인

이타마이닝 기법들에 대하여 간단히 표로

공간데이타마이닝 기법으로 일반화 기반의

나타낸 것이다. 표 2에서 보듯이 가장 대표

지식발견, 클러스터링 그리고 공간적 연관을

적인 공간데이타마이닝 기법은 공간 클러스

조사하는 기법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터링이다. 공간 클러스터링 기법은 개념적

공간적 연관을 조사하는 기법은 공간특성묘

인 계층구조와 같은 어떤 배경 지식을 사용

사 기법과 많은 관련이 있다. [1]. 그리고,

하지 않고도 데이터로부터 바로 관심있는

공간데이타마이닝에 대하여 연구되어져야 하

구조나 클러스터를 찾는 방법이다.

는 배경을 다양한 실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

4

다[3].

이타마이닝 기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

[4]에서는 공간 관계의 기본적인 세 가

다. 본 장에서는 gCRM의 기능들 중에서 공

지 타입으로 위상관계, 거리관계 그리고 방

간데이타마이닝 기법들과 연관되는 기능에는

향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 가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지 타입을 사용하여 여섯 가지의 확장된 정

한다.

의를 내리고

있다. [2] 와 [4] 에서는 연관

gCRM은 크게 분석 측면의 gCRM과 운

된 이웃 관계를 유형화하고, 공간 객체 자

용 측면의 gCRM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신들을

피하고자

gCRM의 기능도 고객 분석이나 시장 분석

neighborhood index를 정의하여 제시하고

같은 분석 측면의 기능과 마케팅 전략 등과

있으며, neighborhood index의 유무에 따른

같은 운용 측면의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접근하는

것을

neighbors 연산이 수행되는 비용을 예측하

표 3은 gCRM의 기능과 공간데이타마이

기 위한 cost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

닝 기법간의 관계를 간단히 표로 나타낸 것

한 내용은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다. 물론, 항상 표 1과 같은 관계가 나타나
는 것은 아니다.

4. gCRM과 공간데이타마이닝의 관
계

표 3. 공간데이타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gCRM의 기능 요약

본 논문의 2장과 3장에서 gCRM과 공간데
이타마이닝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

공간데이타마이닝

았지만, gCRM을 목적으로 한 공간데이타마

기법

이닝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현재 몇

공간 클러스터링

분석 기능

몇 기업에서 개발되고 있는 gCRM 역시 지

공간특성 묘사

분석 및 운용(관리) 기능

리정보시스템과 고객관계관리를 통합한 것

공간적 분류

운용(관리) 기능

공간방향 탐사

분석 기능

일반화

분석 및 운용(관리) 기능

공간적 연관

분석 기능

으로,

공간데이타마이닝이 아닌

일반적인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고객관계관리에 적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gCRM의 기능

gCRM의 목적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지리정보시스템의 기능이 단순히 시각화 기
표 3을 참고로 각각의 공간데이타마이닝 기

능으로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진정

법들이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며 관련이 있는

한 gCRM이라면 데이터마이닝만을 적용할

지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것이 아니라 공간데이타마이닝 기법과 병행

공간 클러스터링 기법은 데이터베이스의

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객체들을 클러스터화 함으로써 그 클러스터

의미에서, 공간데이타마이닝 연구는 지리정

된 객체들로부터 유사성을 찾게 된다[6]. 이

보시스템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의 가능

러한 기법은 영업지점별 고객분석, 지역별

성이 높은 gCRM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고객분석 그리고 지역별 시장분석 등 유사한

으로 예상된다.

부분들을 그룹화 시켜 사용자들이 원하는 결

2장과 3장에서 gCRM 솔루션과 공간데

5

과를 얻어내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그리고,

고객 관리 등의 기능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각 영업지점의 거리 변화에 따라 고객의 점

운용 측면의 기능은 관리 측면의 기능이라고

유율을 분석하는 곳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행정동별로

물론, 다양한 클러스터링 기법이 존재하기

고객의 실적을 분류하여 관리한다고 하자.

때문에 더 많은 기능들에 적용될 수 있을

각 동별로 고객을 관리할 경우, 자연스럽게

것이다.

각 구별로도 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더 나아

공간적 특성묘사 기법은 어떤 선택된

가 각 시별로도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

객체에 대하여 공간과 비공간 속성을 묘사

한 관리는 공간데이타마이닝 기법 중 하위

하는 것으로, 공간적으로 확장 분석이 가능

단계로부터 상위 단계로 계층화 시키는 일반

하다[1][5]. 따라서, 이 기법은 객체의 묘

화 기법에 적용되어질 수 있다. 일반화 기법

사와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석과 운

은 영업지점을 합병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용 기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있다. 어떤 영업지점의 활동 영역이 상실된

공간적 분류 기법은 고객을 성향이나

다면 다른 영업지점과 결합이 불가피하게 된

등급을 감안해서 지역적으로 분류한 후 차

다. 이와 같이 영업지점의 합병에 따른 상승

별화된 고객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

효과를 일반화 기법에 적용하면 업무 영역의

될 수 있을 것이다.

범위를 분석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공간 방향탐사 기법은 어떤 지역에서

오늘날의

gCRM은

공간데이타마이닝을

시작하여 다른 지역으로 방향성을 가지면서

적용하지 않고, 이전에 고객관계관리에 적용

시장성이나 고객 평균 소득 등이 증가 또는

된 데이터마이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시장성

그래서, 현재 gCRM에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이나 고객 평균 소득 등을 방향적으로 분석

마이닝은 공간적인 관계를 분석하는데 한계

하고자 경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있다. 데이터마이닝은 고객관계관리에 적

공간적 연관 규칙 기법은 하나 또는 그

용된 것으로, 고객관계관리는 대용량의 공간

이상의 객체가 다른 객체들과의 연관 관계

데이터베이스보다는 고객관리와 관련된 일반

를 규칙화 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많

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

은 회사들이 모여있는 곳이나 상업 지역에

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간데이타마

는 하나 이상의 은행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

이닝과 gCRM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다’ 거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구성한 곳

공간데이타마이닝 기법들과 g C R M의 기능을

에는 스포츠 센터가 근교에 있을 가능성이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들 관계에서 서로

높다’ 등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관련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공간적 연관 규칙 기법은 gCRM의 공간적

그리고, gCRM의 기능에 공간데이타마이닝

으로 연관이 있는 객체를 조사하거나 그런

기법을 적용한다면 좀더 쉽고 빠르게 공간적

관계를 분석하는 등의 기능에 적용되어질

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 있다.

5. 결론

운용 측면의 기능은 분석을 통하여 영
업의 목표나 성과를 측정하는 분석 측면의
기능과는 달리, 일반적인 영업지점 관리나

지리정보시스템의

6

발달로

CRM업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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