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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이고 새로운 형태로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문 분야에서는 학문연구 방법의 다양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융합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전자문화지도에 관한 연구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자문화지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기존 전자문화지도의 베이스맵 활용, 인
터페이스, 기능을 중심으로 한 비교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전자문화지도의 제작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growing interest in the digital convergence throughout society,  the convergence of creative and 
new forms is emerging recently in various fields. Research methods to explore the diversity of academic studies have 
been studied in the field of study. As one of these methods, research on electronic cultural atlas that has features of 
convergence studies is gradually spreading. In this paper, we examine existing electronic cultural atlas and then, 
compare and analyze them. In details, existing electronic cultural atlas are comparative analyzed on the basis of base 
map, interface, and function. Through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the efficient production of electronic cultural 
atlas a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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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문화지도(Cultural Atlas)는 지도라는 매체에 문화를 

표현한 것이다[1,4]. 세부적으로, 문화(주제), 지역(공
간), 시대(시간) 라는 세 가지 축을 연계하여 해당지역

의 시대별 문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문화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나 전시의 방

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과 같이 지

도상에 문화적, 시간적, 공간적 요소를 결합하여 유기

적으로 연계된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문화지도이다. 

공간

시간

주제

그림 1. 문화지도의 3가지 축

Fig. 1 Three Axes of Cultural Atlas

전자문화지도는 이러한 문화지도를 전자적 형태 즉, 
컴퓨터를 활용해 구현한 것으로 주제, 공간, 시간이라는 

값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5]. 세부적으로 문화

표현의 조건인 시간‧공간‧주제를 좌표축으로 하는 입

체적 구성을 가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1,5]. 그
리고 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를 웹 등을 통해 사용자에

게 서비스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는 사용자 입장에서 

원하는 시대별, 지역별, 주제별 정보를 사용자가 스스로 

조합해서 원하는 시대와 지역의 문화에 관한 정보 조회

가 가능하다. 전자문화지도에 관한 연구는 2000년 초부

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 전반으로의 확

산이 미흡한 이유는 소수의 학술전문가에 의해서만 연

구가 이루어졌고, 또한 효율적인 전자문화지도 제작도

구에 대한 활용 및 보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학문 분야에서는 학문연구 방법의 다양성을 위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융합학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자문화지도에 관한 연구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

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전자문화지도들을 유형별

로 살펴보고, 이를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세부적으

로 기존 전자문화지도들을 베이스맵, 인터페이스, 기능

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효

율적인 전자문화지도의 제작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Ⅱ. 전자문화지도 연구 사례

2.1. ECAI(Electronic Cultural Atlas Initiative) 

ECAI는 세계전자문화지도협의회로, 표준화된 메타

데이터 활용을 통해 ECAI 웹에 지도 데이터 및 문화 정

보를 등록함으로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

도록 설계된 플랫폼을 제공한다[12]. 전 세계의 대학과 

연구소가 컨소시움 형태로 활동하며, 그림 2와 같이 프

로젝트들을 통해 제작된 전자문화지도를 서비스한다. 

(a) (b)

그림 2. ECAI 메인 및 프로젝트 실행 화면 (a) ECAI메인화면 (b) 
ECAI프로젝트

Fig. 2 Execution Page of ECAI Main and Projects (a) 
ECAI Main Page (b) ECAI Project

2.2.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시스템

국내에서도 전자문화지도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

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연구로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가 있다.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는 고려대학교 민족문

화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과제로, 조선시대 문화를 대상

으로 하여 전자문화지도를 개발하였다[1,11]. 세부적으

로 조선시대 문화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고 웹을 통하여 문화지도 정보를 서비스한다. 

2.3. 아시아문화지도

전자문화지도와 관련된 국내의 다른 연구로는 아시

아문화지도가 있다[4]. 이 연구에서는 아시아문화지도

의 개념 정립과 아시아문화지도 문화분류체계와 기반

기술 등을 포함한 아시아문화지도제작 중장기 전략 계

획 수립 및 시범 사업을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 지도

제작 로드맵, 테마 발굴, 지도 제작 및 구현 방안을 제시

하였고, 시범 사업으로 조선족 문화지도를 구현하였다.

2.4.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전국의 향토문화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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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으로 발굴·분석하여 디지털화한다. 그리고 시·군·
구별 디지털향토문화대전을 통합·구축하여 향토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식기반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다[9]. 

2.5. BBC 세계 종교‧사상 전자문화지도

BBC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

원전부터 2000년도까지 지역별 종교 분포 및 인구, 시
기별 종교 관련 주요 사건을 주제로 전자문화지도를 제

공한다[10]. 세부적으로 벡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래

시 형태로 지도 및 기능을 구현하였다. 

2.6. 구글맵스/구글어스

전자문화지도 구현을 위하여 베이스맵으로 활용되

는 대표적인 것으로 구글맵스/어스가 있다[2,3,6,7]. 구
글맵스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2차원 위성지도 서비스이

고, 구글어스는 3차원 위성지도서비스이다. 위성지도는 

비트맵이나 플래시 기반의 지도보다 입체적이고 사실

적이며 지도의 정보 왜곡과 손실을 방지할 수 있고, 정
확한 거리, 크기, 위치적인 공간 개념을 제공한다. 

Ⅲ. 전자문화지도 비교 분석

3.1. 비교 대상 및 분석 항목

전자문화지도를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제작된 전자문화지도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의 전자문화지도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타임맵

을 이용하여 제작한 전자문화지도, 구글맵스/어스를 

이용하여 제작한 전자문화지도, 타임맵 등과 같은 전

문 제작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전자문화

지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유형들은 현재까지 국내외

에서 연구 및 제작된 전자문화지도들의 대표적인 형

태이다.
전자문화지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분

석 항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석 항목들은 여

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전자문화지도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항목 선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문화지도를 비교하기 위한 항목으로 

베이스맵, 인터페이스, 주요 기능으로 정한다[표 1]. 

표 1. 비교 대상 및 분석 항목

Table. 1 Comparative Targets and Analysis Items

분석 대상 분석 항목

․타임맵 기반의 전자문화지도

․구글맵스/어스 기반의 전자문화지도

․자체 제작한 전자문화지도

․베이스맵

․인터페이스

․주요 기능

3.2. 유형별 전자문화지도 비교 분석

3.2.1. 타임맵 기반의 전자문화지도

타임맵(TimeMap)은 전자문화지도의 구성을 위해 

표준화된 구성요소를 지원하는 전자문화지도 제작을 

위한 전문 소프트웨어로, ECAI의 표준 플랫폼으로 사

용되고 있다[8,12]. ECAI에서 제공한 메타데이터 형식

의 데이터셋은 별도의 변환 없이 타임맵을 사용하여 지

도로 표현이 가능하다. 타임맵은 웹 브라우저와 메타데

이터 편집기, 영역 변환기, 외부 연결편집 기능을 제공

하고 있다[4,8].

(1) 베이스맵

타임맵은 전자문화지도 제작을 위한 지도이미지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문화제도 제작시 

구축하고자 하는 특정 지역에 대한 베이스맵을 확보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보통 베이스맵으로 래

스터(raster)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래스

터 이미지는 비교적 확보가 쉬운 반면에, 일정크기 이

상 확대 시 이미지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벡터 기반의 지

도 활용이 가능하며, 원하는 벡터 기반의 지도를 확보

하기 위해서 지도를 직접 제작 또는 구입해야 한다.

(2) 인터페이스

타임맵은 표준화된 웹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그림 

3]. 따라서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계 및 구현이 용

이하므로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자문화지도 제작시 개발자는 사용자에 맞게 부분적

으로 인터페이스에 대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 

가능하다. 타임맵 인터페이스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도

의 확대 및 축소, 지도 이동, 데이터 선택, 레이어 선택 

및 레이어 투명도 조절, 지도 썸네일 활용, 데이터 검색, 
타임라인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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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타임맵 기본 인터페이스

Fig. 3 Basic Interface of TimeMap

(3) 주요 기능

타임맵은 기본적으로 레이어 기능을 제공하므로 여

러 가지 주제를 각각의 레이어들로 표현할 수 있다. 따
라서 사용자는 다양한 주제의 레이어를 서로 연관시킴

으로써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레이어의 중첩(overlay)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획득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그림 4(a)]. 

 

(a)  (b)

그림 4. 레이어/범위 선택 화면 (a) 레이어 선택 (b) 범위 선택

Fig. 4 Layer/Range Selection Page (a) Layer Selection 
(b) Range Selection

타임맵에서는 마우스로 일정 범위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되는 레이어와 속성데이타를 보여주는 기능을 제

공한다. 지도 위에서 마우스로 일정 범위를 선택했을 

때, 선택된 범위에 관련된 레이어들이 표시된 화면이다

[그림 4(b)]. 또한, 범위 내에 속한 레이어들은 관련된 

속성 데이터의 건 수가 함께 출력된다. 표시된 레이어

들 중에서 특정 레이어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레이어의 

레코드들, 즉 속성데이타들이 테이블 형태로 제공된다.
타임맵에서는 일정범위를 선택하는 방법 이외에 특

정 객체를 선택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특정 객체를 선

택한 경우의 정보 출력은 테이블 형태와 링크 형태와 

같은 두 가지 방식을 제공한다. 세부적으로 첫 번째 방

식은 해당 객체의 속성 데이터가 테이블 형태로 출력되

고, 두 번째 방식은 특정 사이트로 링크된다. 

3.2.2. 구글맵스/구글어스 기반의 전자문화지도 

구글맵스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2차원 위성지도 서비

스로, API를 활용해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으로의 구현

이 가능하다. 기존의 구글맵스는 대부분 길 찾기, 장소 

찾기와 같이 지도 고유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나, 구글맵스를 전자문화지도에 접목하여 전자

문화지도 구축에 응용할 수 있다.
구글어스는 3차원 위성지도서비스로, 구글어스를 활

용해 구현된 전자문화지도를 웹에 삽입하여 구글어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구글어스를 웹페이지에 로드

하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구글어스 오픈 

API를 활용하는 방법이며 데이터 양이 방대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이 필요하다. 구글어스 API 활용 

시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을 통해 테이블의 레코드 정

보를 구글어스에 표현할 수 있다. 전자문화지도 제작에 

필요한 주제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이를 지도위에 

표현이 가능하므로 전자문화지도 제작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Embedded KML Viewer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KML파일을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 

웹 페이지에 로드시키는 방법이다.  

(1) 베이스맵

전자문화지도 시스템 구축에서 베이스맵을 확보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이다. 타입맵과 달

리 구글맵스/어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자체적으로 베이스맵을 제공한다. 이것은 

전자문화지도 제작시 베이스맵 확보를 위해 별도의 노

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2차원 뿐만

아니라 3차원 지도를 베이스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그리고 구글맵스/구글어스의 위성지도 서비

스는 지역정보의 구체성, 정확성 등을 보장받을 수 있

고 베이스맵의 확대/축소가 자유롭다. 

(2) 인터페이스

구글어스의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지도 서비스

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지만, 전자문화지도 제작 및 조

작을 위한 인터페이스로도 충분히 활용가능하다. 세부

적으로 타임슬라이더를 통한 시간값 제어, 베이스맵을 

통한 공간값 제어, 공간객체(점, 선, 면)를 통한 주제값 

제어 등을 제공한다. 또한, 구글어스의 인터페이스를 

통한 시스템의 모든 기능들을 마우스를 통해서 조작하



전자문화지도에 대한 비교 연구

2165

므로 사용하기가 편리한 장점이 있다. 
구글맵스 또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를 

구글맵스 API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가능하

므로, 전자문화지도 제작시 기본 인터페이스를 변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HTML, CSS, 
JavaScript, PHP, DBMS와 관련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

(3) 주요 기능

구글맵스/어스는 기본적으로 주제, 시간, 공간값이 

연계된 정보를 제공한다[그림 5]. 타임슬라이더 조작을 

통해 원하는 시간값에 해당하는 주제를 지도 위에 나타

낼 수 있다. 또한 다른 제작도구에 비해 지도 활용 기능

이 뛰어나며 구글어스의 경우 3차원 형태의 지구모형을 

회전하며 활용하므로 사실적이고 입체감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구글어스는 다른 전자문화지도 제작 

방법에 비해 점, 선, 면 데이터의 입력이 간단하며, 자체

에서 지역 좌표값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마우

스를 통해 점, 선, 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점, 선, 
면에 대한 세 가지 정보표현 방법은 구글어스에서 각각 

아이콘, 경로, 다각형이라는 이름의 메뉴로 그 기능을 

제공하며 각 방법에 대해 text를 비롯해 <html>태그, 이
미지, 링크 등을 통해 정보 내용을 서비스할 수 있다 .

 

(a)  (b)

그림 5. 구글맵스/어스를 활용한 전자문화지도 (a) 구글맵스 전자

문화지도 (b) 구글어스 전자문화지도

Fig. 5 Electronic Cultural Atlas based on Google Maps/ Earth 
(a) Based on Google Maps (b) Based on Google Earth

3.2.3. 자체 제작한 전자문화지도

기존의 전자문화지도 중에서 타임맵, 구글맵스/어스

와 같은 제작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 제작하는 유형

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시스템 개발 형태로 진

행된다. 이 유형에는 국내에서는 조선시대 전자문화지

도, 한국향토문화대전, 아시아문화지도가, 해외에서는 

BBC 세계 종교‧사상 전자문화지도가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이 중에서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와 BBC 세계 종

교‧사상 전자문화지도를 비교 대상으로 한다.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는 조선시대의 민속 문화에 

관한 정보를 시간‧공간‧주제의 입체 구조를 기반으로 

제공한다[1,11]. 세부적으로 민요, 굿, 지리지 등의 민속 

문화와 관련된 주제, 조선시대의 시간값을 대상으로 관

련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 BBC 세계 종교‧사상 전자문화지도는 전세

계를 대상으로 지역별 종교 분포, 인구, 종교 관련 주요 

사건들을 주제로 전자문화지도를 제공한다.

(1) 베이스맵

타임맵이나 구글맵스/어스를 이용하지 않고 전자문

화지도를 자체 제작하는 경우에는 베이스맵도 자체적

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때 베이스맵의 제작 형태는 래

스터 방식과 벡터 방식이 있다.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의 경우에는 베이스맵을 벡터데이터를 기반으로 별도

의 전자문화지도 제작도구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

로 구축하였다. BBC 세계 종교‧사상 전자문화지도의 

경우에도 베이스맵을 벡터데이타를 기반으로 플래시 

형태로 자체적으로 구축하였다. 자체 제작하는 베이스

맵을 래스터 방식이 아닌 벡터 방식으로 구축하는 이유

는 확대/축소시 이미지 깨짐 현상없이 자연스럽게 출력

하기 위함이다. 전자문화지도를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경우에 베이스맵을 별도로 구축해야 하므로 지도 제작 

및 구축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2) 인터페이스

별도의 전자문화지도 제작도구를 활용하지 않으므

로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제공이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구축 대상 전자문화지도에 특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문화지도를 구축할 때마다 처

음부터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을 수행해야하므로 비

용과 시간이 많이 들게 된다.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의 초기 화면에는 지

명, 지리지, 마을굿, 민요, 인구‧경지를 선택할 수 있게 

구현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검색 

방법 및 검색 필드, 웹 인터페이스가 각각 다르게 사용

되고 있다. 그림 6은 지명과 민요 DB의 검색 화면이다. 
지명 DB에는 지명을 검색하는 필드가 있지만, 민요 DB
에는 지명에 관련된 검색이 배제되고 민요명, 제보자와 

같은 내용을 검색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8, No. 9 : 2161~2168 Sep. 2014

2166

 

(a) (b)

그림 6.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DB 검색 화면 (a) 지명 검색 

(b) 민요 검색

Fig. 6 DB Search Page of Chosun Electronic Cultural 
Atlas (a) Place Name Selection (b) Folk Song Selection

BBC 세계 종교‧사상 전자문화지도의 초기 화면은 

그림 7과 같다. 이 전자문화지도는 지도 자체를 마우스

를 통해 직접 조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시스

템에서 제공하는 컨트롤 바(control bar)를 통해서만 조

작이 가능하므로 사용편의성 측면에서 불편하다는 단

점이 있다. 또한 점, 선, 면 데이터를 시각적으로만 활용

했고 텍스트, 이미지,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정보제공의 충분성이 미흡한 문제도 있다. 

그림 7. BBC 세계 종교‧사상 전자문화지도

Fig. 7 Religion‧Thought Electronic Culture Atlas

(3) 주요기능

타임맵이나 구글맵스/어스와 같은 제작도구는 전자

문화지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기능들을 제공한다. 그
러나 전자문화지도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자문화지도 제작도구를 활용하지 않으므로 

필수 기능들을 직접 구현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과 노력

이 들게 된다. 특히, 전자문화지도가 시간‧공간‧주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필요한 

기능들을 직접 구현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연계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자문화지도에 

시간 개념을 추가하게 되면 제작도구에서는 자연스럽

게 연계 가능하지만, 자체적으로 구현하는 경우에는 기

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림 8은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의 지명과 

지리지 검색 화면이다. 지명검색 화면에서 시간 검색은 

연속적인 시간값이 아닌 특정 시대의 값들만 드롭다운 

리스트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지리지 검색 화면에서는 

시간값 검색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a)  (b)

그림 8. 조선시대전자문화지도 주제별 검색 (a) 지명 검색 (b) 
지리 검색

Fig. 8 Topic Search of Chosun Electronic Cultural Atlas 
(a) Place Name Selection (b) Geography Selection

BBC세계 종교 사상 전자문화지도는 벡터기반으로 

플래시 형태로 제작되어 있어, 플래시에서 사용되는 애

니메이션 기능과 다양하고 화려한 디자인적인 요소는 

사용자에게 보다 시각화된 정보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플래시의 액션 스크립트로 정형화된 기능만 수

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지도를 단순히 출력용

으로만 활용하고 있어 사용자의 범위 선택이나 객체 선

택을 통한 검색을 지원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Ⅳ. 종합 비교 분석 결과 

기존 전자문화지도들을 타임맵 기반의 전자문화지

도(유형 1), 구글맵스/구글어스 기반의 전자문화지도

(유형 2), 자체 제작한 전자문화지도(유형 3)로 분류한 

후에 베이스맵, 인터페이스, 주요 기능 항목을 중심으

로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전자문화지도 유형별 분석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

자문화지도 구축을 위해서 세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먼저 타임맵과 같은 전문 제작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서는 주제, 시간, 공간 값의 매핑이나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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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기능, 점, 선, 면 등의 공간데이타 구현 기능 등 전

자문화지도에 필요한 필수 기능을 제작도구에서 기본

적으로 제공하므로, 전자문화지도를 제작하기에 편리

하다. 다만, 전자문화지도 구현시 인터페이스, 기능 추

가/수정이 가능하나 그 정도에는 한계가 있다. 

표 2. 전자문화지도 분석 결과

Table. 2 Analysis Result of Electronic Cultural Atlas

유형 1
(타임맵)

유형 2
(구글맵스/어스)

유형 3
(자체 제작)

베이스맵 별도 구축 기본 제공 별도 구축

인터페이스 표준 I/F 제공 표준 I/F 제공 별도 구현

주요기능

․주제, 공간, 
시간 값 검색 

․레이어 기능 

․주제, 공간, 
시간 값 검색

․지도 제공

․공간데이타 

별도 구현

특    징

전자문화지도 

제작이 용이

하고 특화된 

기능 및 부가 

기능이 다양

함.

기본 기능은 

다양하지 않

으나  API를 

활용해 기능 

추가/수정 가

능

 인터페이스, 
기능을 모두 

구현해야 하

므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듬

둘째, 구글맵스/어스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글맵스/
어스는 타임맵과 같은 전문 제작도구는 아니지만, 전자

문화지도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맵과 지도 및 시간 관련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므로 전자문화지도 제작에 

응용이 가능하다. 또한, 전문 제작도구에 비하여 인터

페이스, 기능 추가/수정이 원활한 장점이 있다.
셋째, 전자문화지도를 자체 제작하는 방법으로 이 경

우에는 제작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시스템 개발 형

태로 진행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IT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제작하며 기능, 인터페이스 등을 사용자가 원

하는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전자문화지도를 위한 필수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처음

부터 개발해야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개발된 

기능과 인터페이스의 재활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전자문화지도 유형과 제작 방법의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제작 방안을 살펴보면, 전자문화지

도를 자체 제작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필수 기능과 인터

페이스를 별도로 구현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타임맵, 구글맵스/
어스와 같은 제작도구를 사용하여 전자문화지도룰 구

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경우에는 저작도구에서 이

미 전자문화지도 구현에 필요한 필수 기능과 표준 인터

페이스를 제공하므로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내에 구

축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타임맵과 구글맵스/어스는 

상호 장단점이 있으므로 전자문화지도 구현시 어떤 도

구를 선택해야 좋은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다만 구현

하고자 하는 전자문화지도의 주제나 특성, 기능, 서비

스 방안 등에 따라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융합학의 성격을 띠며 동시에 학문연구

의 방법의 대안으로 제시되어온 전자문화지도를 비교 

및 분석했다. 세부적으로 기존에 국내외에서 연구되고 

구축된 전자문화지도를 기존 전자문화지도들을 타임맵 

기반의 전자문화지도, 구글맵스/어스 기반의 전자문화

지도, 자체 제작한 전자문화지도로 유형을 분류한 후에 

베이스맵, 인터페이스, 주요 기능 항목을 중점적으로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비교 분석된 결과를 바

탕으로 효율적인 전자문화지도의 제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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