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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IoT(Internet of Things) 환경 기반의 문화재 학습 시스템 기술을 제안한다. 각 상황에 해당하는 시스템 모듈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재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사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하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

고 문화재 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이해관계를 제공한다. 또한 제안하는 시스템으로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보 기

술의 발전을 활용한 지식 정보 기반의 문화재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키워드: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문화재(Cultural asset), 학습 시스템(Learning system)

I. 서 론

경제와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식과 정보에 바탕을 둔 문화 컨텐츠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시대에 있다. 문화의 고유성과 독자성의 결과물

인 문화재는 민족과 국가의 정서와 가치관이 깃들어 있어 민족이나 

국가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중요하며, 경제적 가치도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증대와 이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 확산에 따른 모바일 산업의 패러다임인 

사물 인터넷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문화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1].

II. IoT(Internet of Things)

그림 1. 사물 인터넷 시스템

Fig 1. Internet of Things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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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Internet of Things)의 약자로 인간, 차량, 교량, 각종 전자장비, 
문화재, 자연 환경을 구성하는 물리적 사물 간의 상호작용 통신 시스템

이다. 기존의 유비쿼터스와 동일해 보이지만 지능(Intelligence)을 

더하고 과거부터 존재해온 사물 망을 인터넷과 같은 거대한 망에 

연결하여 하나의 틀로 묶어내어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2]. IoT 기술 

적용으로 물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용자의 분석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구축된 정보를 기반으로 무수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IoT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모바일 

산업의 차세대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3]. IoT 기술을 문화재나 

예술품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문화재 관리나 보존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문화 의식 고취를 위해 활용되는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4].

III. 시스템 제안

그림 2. IoT 기반 문화재 학습 시스템 아키텍쳐 

Fig 2. Architecture of Learning System for Cultural Asset based on IoT 

그림 2는 IoT 기반 문화재 학습 시스템의 아키텍쳐 이다. 그림을 

살펴보면 크게 문화재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센싱 모듈과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모듈, 분석된 정보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모듈로 구성 되어 있다. 먼저 사용자가 Android Beacon이

나 IBeacon 등 IoT 기기가 구축되어 있는 문화재에 접근하게 되면 

해당 문화재의 정보 및 사용자의 정보를 분석 모듈로 전송하게 된다. 
전송된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 모듈은 문화재의 정보와 사용자의 

정보를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학습 서비스를 서비스 모듈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명칭 국보 연대

별황자총통 274호 조선후기

표 1. 문화재 정보 시나리오    

Table 1. Information Scenario of Cultural Asset

관련정보 결과 국보

임진왜란 장비록 132호

이순신 난중일기 76호

선조 세병관 305호

표 2. 수집된 문화재 정보 기반의 관련정보 제공 결과

Table 2. Provided information results based on collected cultural 

asset Information 

예를 들어 사용자가 국보 274호인 IoT기기가 설치된 별황자총통에 

접근하게 되면, 국보274호이며 연대는 조선후기라는 학습 결과가 

도출하게 된다.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조선후기에 관련된 정보를 

학습하여 임진왜란, 이순신, 선조 등의 정보를 추출하게 된다.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임진왜란, 이순신, 선조와 관련된 문화재를 학습하여 

장비록(국보 132호), 난중일기(국보 76호), 세병관(국보 305호)을 

사용자의 스마트 기기를 통해 국보가 위치한 지역 및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I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 및 이해 증대를 위해 IoT 
환경을 기반으로 문화재 정보를 수집하여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IoT 기반의 문화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문화재 및 사용자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모듈을 통해 사용자에게 

적합한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사, 
예술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연령, 성별, 국적을 가진 사용자에 대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와 문화재 

관리 서비스와의 결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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