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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지역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중요시 되고 있는 가운데 마을재생 사업, 마을 문화 활성화 사업 등이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하는 것 중 하나가 커뮤니티 매핑이다. 이러한 커뮤니티 매핑은 주민들이 직접 마을 내 주요 이슈들을 지도화하

는 과정을 통해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마을 계획과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

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해 부산 안창마을 지역 주민들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안전지도 애플리케이션

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앱은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4가지로 분류해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지역 

주민이 직접 올리고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발된 앱을 사용하여 작성된 마을의 안전 관련 현안과 문제점을 관

련 행정 기관과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BSTRACT

As community revitalization among local residents is currently emphasized, village regeneration projects and village 
culture activation projects are being promoted in various ways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Community 
mapping is one of the projects in which the residents of the community propose and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ommunity as subjects. This community mapping draws residents’s interest in the village through the process in which 
residents directly map the major issues in the village and makes it possible to draw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in deciding village plans and policies.

In this study, we used community mapping to develop a safety map application for interactive communication of local 
residents. The developed app enables local residents to directly upload and share information on local issues and 
problems. In addition, the purpose is to find ways to share and improve safety related issues and problems of the village 
with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using the developed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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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과 함께 사회의 변

화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발전은 

사용자로 하여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

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기능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관계를 맺어 주거나 특정 장소를 공유

하는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최근 지역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보 공유에 대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커뮤니티는 공동체, 지역사회 등을 일컫는 말로 지역 

마을을 살아가는 주민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전국 마을의 도시재생 사업, 마을 문화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서 커뮤니티가 주체가 되어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활발히 늘어나고 있다[1]. 이러한 마을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중의 하나가 커뮤니티 매핑

(Community Mapping)이다.
이에 본 연구는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

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안전지도를 만들고 이를 공유

할 수 있는 안전지도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APP)
을 개발 하였다. 개발 된 앱(APP)은 지역의 안전과 관련

된 4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마트 폰의 사진 촬

영 기능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사진을 올리고 이와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이렇게 

작성된 데이터들은 관련 기관과의 공유를 통해 지역 주

민의 민원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

은 내용을 설명한다. 2장 본론에서는 커뮤니티 매핑과 

그 기능에 대하여 다룬다. 그리고 3장에서는 마을 안전

지도 앱 개발을 위해 선정한 부산 안창마을의 현황과 안

전지도 앱 기능에 대하여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4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2.1. 커뮤니티 매핑 

커뮤니티 매핑은 공동체(Community)와 지도 만들기

(Mapping)가 합쳐진 용어이다. 즉 지역의 주민들이 직

접 현안과 이슈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공유하는 방식으

로 특정 주제에 관한 지도를 만드는 과정이다[2]. 현재 

이러한 과정에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ICT기술을 활

용하는 연구와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4]. 커
뮤니티 매핑은 단순히 지도를 만드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매핑 활동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

화하고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고자 하는 활동인 것이다. 즉 지역 마을 구성원의 적극

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공통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공유

하며 이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능하게 된 것

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필

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2017년 아산시에서 지

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조사 및 주민 상담을 통한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진행 되었다. 이는 커뮤니

티 매핑을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1은 아산시에

서 추진한 안전지도 만들기의 활동사진을 보여준다.

  

Fig. 1 Making a Safety Map

2.2. 커뮤니티 매핑 기능

커뮤니티 매핑은 지역 마을 주민들이 지역 내 주요 현

안과 이슈들을 지도화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에 대한 주

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마을 계획과 정책을 결정하는

데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주민

의 요구나 지역의 현안을 행정이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마을의 문제와 현안을 마을 주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현재 지역주민 커뮤니티 활동에

서 커뮤니티 매핑을 이용한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커뮤니티 매핑을 이용한 주제로는 지역자산 조

사 및 공유, 지역 문화·역사·관광, 생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5]. 또한 초등학교 

안전지도 제작 및 마을 지도 제작에서도 커뮤니티 매핑

이 활용되고 있다 [6]. 최근 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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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에서는 서울당중초등학교 안전지도를 구축하

였으며, 성남시에서도 성남시 아동안전 지도를 제작하

는 등 많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안전지도 제작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7]. 그림 2는 2018년 대전시 동구 

대암초등학교에서 4,000부를 만들어 배포한 초등학교 

안전지도를 보여준다.

Fig. 2 Elementary School Safety Map

Ⅲ. 마을 안전지도 앱 개발

3.1. 부산 안창마을

부산 안창마을은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 1동과 부산

진구 범천 2동에 걸쳐 있는 작은 마을이다. 산속의 좁은 

분지에 자리 잡은 안쪽에 위치한 마을이라 안창마을로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 마을을 따라 흐르고 있는 내천을 

‘범내’라고 부르는데, 옛날 이 냇가에 호랑이가 나타났

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역 사람들은 이 내천을 

범내 혹은 호천, 호계천이라고 부르는데 안창 마을 주민

들은 호계천이라 부른다. 이 안창마을의 특징은 마을 중

앙에 흐르는 호계천을 중심으로 마을의 행정 구역이 나

누어져 재개발 추진과 도시재생사업 진행을 통해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이다. 2007년 두 개로 나누

어진 행정 구역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통합되

지 못하고 현재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마

을이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인근 지역 대학과 마을 내 주

민협의회는 지속적인 공동 협력을 통해 마을의 공통 관

심사였던 호계천을 중심으로 호계천 살리기와 마을 축

제를 개최함으로써 마을 공동체의 가치에 대하여 활발

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이다. 그림 3은 안창마을의 모습

과 인근 지역 대학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호계천 정

화활동을 보여준다.

  

Fig. 3 Anchang Village and Hogyecheon

안창마을에서는 2015년도부터 인근 지역 대학과 연

계하여 마을 정화 활동, 대학 학과 전공 관련 봉사활동

이 매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매년 

대학과 함께 마을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그림 4는 2018
년 안창마을 주민과 대학이 함께 진행해온 마을 축제를 

보여준다. 이러한 마을 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은 마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고 마을 주민들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며, 지역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인 참

여를 가능하게 해준다.

  

Fig. 4 Anchang Village Festival

3.2. 안전지도 앱 개발

최근 안창마을은 호계천으로 나누어진 부산진구 안

창마을 주민협의회와 동구 호랭이 마을 주민협의회 간

의 공동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폐가가 많

이 발생하고 산복 도로의 특징인 좁은 골목들로 인해 위

험 지역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마을의 안전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는 안창마을 주민을 

위해 커뮤니티 매핑을 이용한 주민 참여형 안전지도 앱

을 개발하였다. 안전지도 개발에는 도시재생 전문가, 웹 

디자인 전문가,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하게 되었다. 표 1에서와 같이 도시재생 전

문가는 커뮤니티 맵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정리, 안전지

도의 범례 범주화를 담당하였으며, 웹 디자인 전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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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의 인터페이스 디자인 및 아이콘 디자인 등 앱의 전체

적인 실행 과정에서의 디자인을 담당하였다. 소프트웨

어 전문가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본 시스템 개발을 담당

하였다.

Table. 1 Three Expert Areas and Activities

Expert Activity

Urban regeneration 
expert

Local information and data organization, 
app function design

Web design expert App interface and function design

Software expert Android-based app safety map system 
development

본 논문의 안전지도 앱은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각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6개월 동안 활동하여 개발

되었다.

3.2.1. 안전지도 앱 디자인

마을 안전지도 앱은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안

전과 관련된 현안과 문제점을 모바일을 통하여 작성하

고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주민들이 앱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초기 화면을 디자인하고, 그 안에 4가
지 항목을 두어 각각의 아이콘을 알아보기 쉽도록 디자

인 작업을 수행 하였다. 이러한 앱 초기화면과 아이콘은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 하였다. 초기화면의 이미지 사

이즈는 삼성 갤럭시 노트4의 화면 해상도인 9:16 비율의 

1440×2560픽셀을 기본으로 사용하였다. 색상은 24비
트 색을 사용하였으며 이미지 확장자는 png파일로 저장

하였다. 그림 5는 앱 초기 화면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보여준다.

  

Fig. 5 App Start-up Screen and Interface Design

4가지 항목에는 보행위험, 두려운 곳, 보기 안 좋은 

곳, 기타로 이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디자인하여 구분하

였다. 이미지의 확장자는 24비트 칼라를 사용하면서 투

명도를 지원하는 png파일로 하였으며 가식성을 높이기 

위하여 4가지(보행위험, 두려운 곳, 보기 안 좋은 곳, 기
타)로 분류된 항목의 아이콘 색상을 채도가 높은 색으로 

각기 다르게 제작하였다. 각 아이콘 디자인은 분류의 제

목에 맞게 누구나 보더라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픽토그램(Pictogram)으로 디자인하였다. 그림 6은 픽

토그램으로 제작한 4가지 분류의 아이콘을 보여준다.

(a) Danger of walking (b) Fearful place

(c) Bad place to see (d) Others

Fig. 6 Four Icon Colors and Designs

3.2.2. 안전지도 앱 시스템과 기능 

마을 안전지도 앱은 Android Studio를 기반으로 제작

되었다. Android Studio는 Gradle 기반의 프로젝트 자동

화 빌스 시스템을 사용하며, 한 프로젝트 코드로 다양한 

안드로이드 장치용 애플리케이션 구현이 가능하다. 또
한 레이아웃 편집기의 기능이 편리하며 UI디자인이 용

이하다. 
개발된 안전지도 앱은 다음 지도 API를 사용하여 개

발하였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획득하기 위해 스마트 

폰의 GPS기능을 사용하고, 마을 현장의 현안과 문제점

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

을 활용하여 사진을 촬영하게 된다. 작성된 내용과 촬영

된 사진 데이터는 서버의 DB에 저장된다. 
최근 GPS를 활용한 안드로이드 플랫폼 관련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한 안전

지도 앱은 다음 지도를 기반으로 GPS를 이용하여 사용

자 위치 중심의 지역 정보를 보여 준다[8]. 지도는 일반 

그래픽 지도와 위성 지도를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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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여 볼 수 있다. 작성자는 앱을 실행하고 지정된 위

치에서 스마트폰 화면의 등록 아이콘을 선택하여 4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제목

과 설명을 입력하고 사진촬영 아이콘을 클릭하여 현장

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그림 7은 내용 작성 화면을 

보여준다.

Fig. 7 Information Input Window

정보 내용 입력이 완료되면 해당 아이콘이 지도 위에 

나타나게 된다. 4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진 각 내용은 우

측 선택 창을 사용하여 4개의 항목 전체를 보거나 하나

의 항목을 선택하여 볼 수도 있다. 지도 위에 있는 하나

의 아이콘을 선택하면 그림 8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박스 창이 나타나면서 간략한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여

준다.

Fig. 8 Four Classification Icons and Simple View Window

간략 보기 박스의 상세보기를 선택하면 그림 9와 같

이 자세한 설명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마을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현황을 공유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은 상

단의 수정과 삭제 기능을 선택하여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Fig. 9 Simple View Windows and Detailed View Windows

개발된 안전지도 앱은 커뮤니티 매핑을 기반으로 지

역 주민들이 지역 현안 및 문제점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 

및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하게 되는데 지역을 담당하는 행정 기관과의 데이터베이

스 연동이 가능하게 되면 주민들이 작성한 모든 내용은 

행정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다. 이는 관리 담

당자에게 전달이 되고 담당자는 관련 내용의 진행에 대

한 답변을 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 담장자의 답변은 

상세보기 담당자 답변 창에 나타나게 되어 현안과 문제

점의 진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개발된 안전지도 앱의 사용을 위해 안창마을 지역 주

민들을 대상으로 안전지도 앱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마
을 주민들은 안전지도 앱의 기능과 활용에 대하여 설명

을 듣고 마을의 안전을 위해 안전지도 앱 활용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림 10은 부산 동구 복지관에

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안전지도 앱 설명회

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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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afety Map App Presentation

Ⅳ. 결  론

커뮤티니 매핑은 주민들의 마을 내 주요 이슈들을 지

도화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마을

의 계획과 정책을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매핑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역의 안전지도를 만들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지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앱은 마을 주민이 지역의 안전과 관련 된 4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마트 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

여 현장에서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관련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이러한 마을 안전지도 앱은 

마을의 현안과 문제를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마을 

주민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마

을 주민간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개발된 안전지도 앱을 이용하면 주민들이 발견한 지

역 현안과 문제점을 관련 행정 지자체에 즉각적으로 의

견 제시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행정 처리의 진행 상황

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행정 기

관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줌으로써 지역 안전 문

제 해결에 대한 주민 참여 과정의 새로운 방안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향후 마을 주민들이 직

접 작성한 정보 데이터와 관련 행정 기관의 데이터베이

스 연동이 필요하며, 작성된 현안과 문제점의 해결에 대

한 답변을 실행하는 관리자 홈페이지 작업 등 관리자 시

스템 개발이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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