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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 미래의 디지털 융합을 한 많은 심과 요구가 있다. 특히, 정보기술 분야에서 정보기술은 실생활과 

한 련이 있으므로 지역학, 문학, 인문학 등과 같은 다른 학문들과의 융합이 필요하다. 문화지도는 문화와 련

된 다양한 양상들을 , 선, 기호 등으로 표 하여 지도에 나타낸 것이다. 즉 지도는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를 효율

으로 연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 해지역 연구와 같은 해외지역 연구를 하여 자문

화지도를 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으로 지 해지역 연구를 한 자문화지도를 설계  구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생성된 자문화지도를 활용하면 해외지역 연구 결과를 시각 으로 표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되고 새로운 연구에 한 기  자료로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한 인문, 지

역학과 IT의 융합학으로서, 해외지역을 연구하는 도구  연구결과물의 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ABSTRACT

In recent years, there are many awareness and demand for digital convergence of the future. In information technology, especially, 

convergence with other studies such as regional studies, literature and humanities should be needed because information technology is closely 

related to real life. Culture atlas represents various aspects related to culture visually using points, arcs, and more in the map. Thus, it should be 

an available tool to survey cultures efficiently in digital environments. For oversea region study, especially Mediterranean region research, we 

suggest the way to apply electronic culture atlas in this paper. In detail, design and implementation a study on Electronic Culture Atlas for 

overseas area. Research results for oversea regional studies can be expressed visually by utilizing digital culture map implemented in this 

paper. Therefore, digital culture atlas should be used as convergence media between information technology and other studies such as regional 

studies, humanities and so on, tools for oversea regional studies, and exhibition of re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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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도(Map or Atlas)는 상 인 치정보와 거리정보 

등을 시각 으로 표 함으로써 구나 쉽고 빠르게 이

해할 수 있는 효과 인 표  매체이다[1,6]. 피터 모빌이 

생각하는 정보 활용 능력인 ‘ 인더빌리티(Findabililty)’

는 정보의 ‘길 찾기’로 비유되는데 이때 지도는 길 찾기

의 기본 인식 도구로 제시된다. 

지도를 인터페이스로 활용한 시스템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융합학과도 일맥상통한다. 융합학문은 과

거의 학문 연구와 달리 서로 이질 인 학문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통로 역할을 

한다. 

지도를 활용한 콘텐츠  문화지도는 지도라는 인터

페이스에 특정 국가  특정 지역의 다양한 문화 양상을 

표 한 것이며, 이를 자 으로 형태화시킨 것이 자

문화지도이다. 자문화지도는 학문 연구의 새로운 방

법론이 될 수 있으며, 한 연구 성과물을 시  확산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1,2].

해외지역 연구는 해외의 특정지역 는 국가의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분야를 종합 이고 체계

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3]. 이제까지의 해외지역 연

구는 논문, 서 등과 같은 출 물과 발표, 강의, 세미

나 등의 오 라인 형태로 연구 결과를 확산시키는 것

이 일반 이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여 련 홈페이지나 사이트를 구축하

여 온라인상으로 결과물을 확산시키는 방법이 보편화

되고 있다. 

이 방법은 기존 오 라인 방식에 비하여 시간 , 공간

 제약을 극복하여 사용자가 쉽게 연구결과물을 근

할 수는 있지만, 많은 결과물이 나열되는 형태로 제시되

어 있어 유기 인 연계 계를 악하기가 어려운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해외지역 연구를 한 자문화지도의 도입  활용 방

안을 다루고자 한다. 세부 으로 본 논문에서는 지 해

지역을 심으로 해외지역문화 연구를 한 자문화

지도의 용 방안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시스템을 설계 

 구 한다. 

Ⅱ. 련연구

2.1. 지 해 지역 연구

부산외국어 학교 지 해지역원은 지 해지역 인문

학, 지역학, 문화를 연구하는 학술기 이다. 표 1은 지

해지역원에서 선정한 상 국가들과 연구 주제들을 보

여주며, 이 지역들을 상으로 연구 주제별로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표 1. 지 해지역 국가  연구 주제 
Table. 1 Mediterranean areas and subjects for research

국가 연구 주제

그리스 알제리

국가, 민족

종교, 언어

역사, 철학

습, 사회

법률, 정치

경제, 환경

술, 자원

이탈리아 튀니지

랑스 리비아

스페인 이집트

모로코 이스라엘

팔 스타인 바논

요르단 시리아

터키

지도는 해외지역의 문화, 역사 등이 지리 으로 어떻

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입체 으로 표 할 수 있다. 따라

서 해외지역 연구를 통해 나오는 다양한 연구결과물들

을 지도라는 매체에 시간, 공간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자문화지도를 구축함으로서, 연구결과물의 유기 인 

연결  효용성을 높일 수 있고, 연구결과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2.2. 자문화지도 연구  구축 사례

ECAI(Electronic Cultural Atlas Initiative)는 세계 자

문화지도 회로  세계의 학과 연구소가 로벌 컨

소시움 형태로 활동하여 각 기 의 연구성과물을 자

지도(Electronic Atlas) 형태로 등록하여 사용자들이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5]. 그림 1은 ECAI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ECAI 로젝트 화면을 보여 다. 세부

으로 ECAI에서는 개별 로젝트를 통하여 련된 지

도를 시 별 상세한 자지도를 구축한 후에 지도상에 

해당 문화  역사정보를 입력한다. 이러한 자문화지

도 기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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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한다. 

 

그림 1. ECAI 홈페이지  로젝트 화면
Fig. 1 ECAI main page and project page

조선시 자문화지도 시스템은 조선시 의 민속 

문화에 한 정보를 시간‧공간‧주제의 입체 구조를 기

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에, 그림 2와 같이 사

용자에게 련 정보를 제공한다[2]. 

 

그림 2. 조선시 자문화지도 시스템
Fig. 2 Chosun culture electronic atlas system

이 시스템에서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지명 데이터베

이스, 지리지 데이터베이스, 마을굿 데이터베이스, 민요 

데이터베이스로 나 어지며, 각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검색 방법  검색 필드, 웹 인터페이스가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2.3. 자문화지도 구 을 한 기반 기술 

TimeMap은 자문화지도 제작을 한 공개 소 트

웨어로, 자문화지도의 구성을 해 표 화된 구성요

소를 지원한다[4]. ECAI의 경우 TimeMap을 기반 구조로 

활용하고 있으며, ECAI에서 제공한 메타데이터의 형식

을 따른 데이터셋은 별도의 변환 없이 TimeMap을 사용

하여 지도로 표 이 가능하다[1,5].

TimeMap을 통한 자문화지도 제작은 Stand alone 

방식과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방식이 있다. 

Standalone 방식은 별도의 인터넷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웹 서버를 통해 문화지도 련 정보를 제공

하는 방식이다.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은 그림 3과 같이 별도의 데이

터베이스 서버가 필요하며 주제, 시간, 공간에 련된 데

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리하고 웹 애 리

이션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3. TimeMap 클라이언트/서버 구  방식
Fig. 3 Implementation method for Client/Server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은 TimeMap에서 제공하는 웹 

애 리 이션을 활용한다. TimeMap 웹 애 리 이션

은 Tomcat 웹 애 리 이션 개발 스펙을 따르며, 웹 애

리 이션 서버를 통해 사용자에게 지도 서비스를 제공

한다.

Ⅲ. 설  계

3.1. 문화분류체계

자문화지도를 구축하기 에 지도에서 표 할 문

화를 분류하고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

화 분류에 앞서 본 논문에서는 조선시  자문화지

도, 아시아 문화지도 등과 같은 련 연구에서 제시된 

문화 분류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본 연

구의 성격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목시킨다[1,2]. 표 2

는 지 해지역 연구를 한 문화분류체계이다. 문화

분류체계는 해당지역에 한 인문학, 지역학, 문화 

련 문가  연구자들과의 업에 의해 분류되는 것

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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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 해지역 연구를 한 문화분류체계
Table. 2 Culture Classification for Mediterranean 

Culture Atlas

       양태 

주제
념 인물 사건 사물

교

류

국가/민족

국가,

념,

사상

왕, 권력가,

요 인물

국가

요 사건 

국가

주요 사물

종교/ 쟁
종교

사상

성인,신화,

인물,장군

종교 쟁, 

토 쟁

종교서 ,

유 ,유물

학술/교육

학술

교육

사상

철학자,

교육자,

학술가

언어  

교육

련 사건

학술서

문학/언어
언어

사상

문학가,

작가 

문화, 학술

련사건

문학서 ,

주요작품

생활/ 습/

법률

신화,

신앙,

의식

법률가
법,생활

주요사건
건물,음식

정치/사회/

경제

정치,

경제사

상

정치인,

경제인,

행정가

근 화,

산업화 

등의 사건 

기술품,

련서

술
신화,

사상

미술가, 

건축가,

술가

미술,건축,

주요사건

술

작품

련 도서  

학술 자료
제목, 자, 주제 

3.2. 시스템 설계

문화 주제 선정을 해 지 해지역원의 연구 성과

물을 주제별로 분류  통합하여 문화분류체계(주제)

를 작성한다. 

그림 4. 지 해지역 자문화지도시스템 설계도
Fig. 4 Infrastructure for Electronic Mediterranean 

Culture Atlas

그리고 선정된 주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며 지

도데이터(공간)는 표 1을 활용해 ArcGIS에서 제공하는 

세계지도에서 지 해지역 즉, 연구 범 에 해당되는 국

가가 포함되는 범 를 추출하여 재구성한 지도를 활용

한다.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지 해지역 연구

를 한 자문화지도시스템의 체 구조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는 먼  자문화지도

에 표 할 이어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어 설계

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공간 즉, 지도 

이어 설계이다. 표 3은 기존의 ECAI 로젝트의 지도 

이어 설계 방법이다. 

표 3. ECAI의 지도 이어 설계 방법
Table. 3 Base Map implementation plan of ECAI

지도 이어 설계 방안 문제

단일 shape 일 사용 사용자 이해  사용성 낮음

단일 래스터 사용 확  시 이미지 깨짐 상

shape 일 + 단일 스터 확  시 이미지 깨짐 상

ECAI 로젝트는 부분 단일 shape 데이터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도 이미지를 활용한다고 해도 한 장

의 래스터 이미지에 shape 일을 추가하서 활용하는 경

우이다. 이는 확   축소 시 이미지 깨짐이 발생하고 

세부 정보 표시에 문제가 있다. 표 4는 지 해지역 연구

를 한 자문화지도 시스템의 지도 이어 설계 방안

이다.  

표 4. 지도 이어 설계 방안
Table. 4 Base Map implementation plan of Electronic 

Mediterranean Culture Atlas

지도 이어 설계 방안 설계 과정

shape 데이터 

+ 

다  래스터

1. 지 해지역 shape 일 추출

2. 지 해지역 이미지 추출

3. 이미지 분할

4. 분할된 각각의 이미지에 한 

좌표 추출 

5. 시스템 용 

주제 이어 설계는 기본 으로 앞에서 제시된 표 2

의 문화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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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문화분류체계를 활용한 이어 설계
Table. 5 Layers design using culture classification

이어명 공통속성 속성 타입

religious_

war
id,

xlocation

ylocation

startdate

enddate

prof

religious, saint, mythical

war, religious/book

ruins, artifact

point,

line,

polygon

nation

nationalism, thought, king

power_holder, 

major_nation_event,

national_key_faciality

point,

line,

polygon

생략 ..... ..... .....

세부 으로 지 해지역 연구를 한 문화분류체계

에서 주제에 해당하는 국가/민족, 종교/ 쟁, 학술/교육 

등은 이어 명이 되고, 양태에 해당하는 념, 인물, 사

건, 사물의 각 주제별 테마들이 해당 이어의 속성으로 

설정된다. 그림 5는 시스템 설계  구 을 차를 보여

다.

그림 5. 설계  구  차
Fig. 5 Procedures for design and implementation

Ⅳ. 구  

지 해지역 연구를 한 자문화지도 시스템 구

을 한 개발 환경은 표 6과 같다. 세부 으로 Time 

Map을 기반으로 Client/Server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

한다.

 표 6. 개발 환경
Table. 6 Development environment

구분 사양

OS Windows 7

DBMS Mysql 5.0

Web Server Apache-Tomcat-7.0.29

언어 JAVA, JSP(Java Server Page)

Software
TimeMap TMWin,

TimeMap Web Application

지 해지역 연구를 해 구 된 자문화지도 시스

템의 실행 기화면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메인화면
Fig. 6 Main Screen

베이스맵 이미지는 ArcGIS 제공하는 세계지도를 지

해지역을 심으로 편집한 후에, 리사이징해서 활용

하며 좌표체계는 WGS-84로 구성한다.

그림 7은 특정 주제를 선택한 화면이다. 주제를 선택

하면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주제 테이블에 입력된 좌

표값에 해당되는 코드 값을 출력한다. 

그림 7. 주제선택화면
Fig. 7 Subject Selection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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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주제의 정보 열람은 테이블 형태로 제공되며 

이는 TimeMap software에서 지원하는 정형화된 정보 제

공 형태이다. 출력 모습은 이후 클래스 수정을 통해 변경 

가능하다. 그림 8(a)는 한 장의 래스터 이미지를 활용했

을 때의 지도 확  화면이다. 하나의 래스터 형태의 지도 

이미지를 활용하면 지도 확  시 한계가 있다. 그림 8(b)

는 본 논문에서 구 한 시스템의 지도 확  화면이다. 한 

장에 들어가는 정보를 9장으로 분할했기 때문에 다양한 

세부정보를 높은 해상도로 제공할 수 있다. 

 

(a) (b)

그림 8. 지도 확  화면 (a) 단일이미지 (b) 다 이미지
Fig. 8 Zoom-in map screen (a) single image 

(b) multiple image

이를 해서는 이미지를 세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

며 세부 정보가 담긴 이미지의 좌표 설정에 해 각 각 

구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림 9는 각 이어의 테마와 련된 동 상 콘텐츠 

제공을 한 동 상 링크 모습이다. 각 테마에 련된 

동 상  이미지 페이지를 링크로 제공하며 련 콘텐

츠는 부산외국어 학교 지 해지역원의 다국어지원 

지 해웹서비스 시스템(Multilingual Mediterranean Web 

Service System, MMWS)과 연동하여 활용한다. 

그림 9. 콘텐츠 선택 화면
Fig. 9 Contents Selection Screen

본 연구에서는 베이스맵 한 장의 이미지가 아닌 그림 

10과 같이 9장의 분할된 이미지를 활용한다. 분할된 이

미지는 마치 한 장의 지도처럼 사용자에게 보여지며 단

일 이미지 활용으로 인한 이미지 깨짐 상과 지역의 세

부정보 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그림 10. 분할된 베이스맵
Fig. 10 Divided base maps

Ⅴ. 결론  향후 과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지 해지역 연구를 한 자

문화지도시스템은 크게는 인문, 지역학과 IT의 학제 

간 융합 연구로, 세부 으로는 연구결과물을 시함

으로써 해당지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연구 방

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보   

확산을 통해 지속 이고 새로운 연구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향후 과제는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해외지역 연구를 

자문화지도로 표 하기 하여 문화분류체계에 한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시스템 부분은 베이

스맵의 활용 부분에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분할해서 활

용해 지도의 세부정보를 시각 으로 표 하긴 했으나, 

이미지가 많아지는 만큼 시스템의 속도가 하되는 것

이 문제 으로 드러났다. 한 최근의 다양한 모바일 

랫폼들이 활용되는 추세에 맞추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단말기들을 통한 자문화지도 서비스 방

안에 한 구체 인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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