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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Each local government has a variety of cultural spaces. However, users do not know exactly 

about cultural information or location. Therefore,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 methods are 

needed to effectively communicate the necessary information to local residents as well as to outsiders. 

In this paper, we studied the voluntary production of information for the sharing of local culture, and 

the methods for protecting the environment of the users themselves. Method: For this,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QR code, big data analysis, and interactive homepage based on SNS was used. 

Result: As a result, we derived a method of community creation by users,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rom such activities. Conclusion: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by encouraging users to understand the local culture more and to participate in autonomous 

environmental improvement.

Keywords: Regional Culture, Environmental Protection, QR Code, Information Protection, Cloud 

System, Community

요 약

연구목적: 각 지자체들은 다양한 문화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문화 관련 정보나 위치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들을 지역주민들은 물론 외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하기 위한 정보기술 적용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역문화 공유를 위한 정보의 자발적인 생산

과 이용자 스스로의 환경보호를 위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하여 QR코드, 빅데이터 분

석, SNS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 홈페이지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그 결과로 이용자들에 

의한 자생적인 커뮤니티 형성 방법과 이런 활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 이 연

구로 이용자들이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인 환경 개선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문화 발전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용어: 지역문화, 환경보호, QR코드, 정보보호, 클라우드시스템,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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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국내의 문화 정보 공유 활성화 추진 방향들

정부와 광역지자체 , 구 단위의 지역공동체는 필요한 문화 정보를 내국민은 물론 한국을 이해하려는 외국인에게도 제공하

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문화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기술을 전 방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하고 

있다(Choi, 2018). Fig. 1은 정부의 2019년 국가정보화 추진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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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ational information promotion directions for 2019

일례로 부산 수영구는 2019년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

회를 가졌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 기존 구청 간부공무원 위주 착수보고회 틀에서 벗어나서 상인 등 

주민 참여 형태로의 변화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 방식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에도 적용된다. 남천동 빵집

거리인 공생권역,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인 공감권역, 민락 횟집거리 일대인 공정권역을 대상으로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시민

참여단의 구성으로 주민 주도의 리빙랩, 속칭 일상생활 실험실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있다. Fig. 2는 수영구의 스

마트시티 추진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Suyeong District Office, 2020).

Fig. 2. Suyoung-gu's smart city promotion direction



366 KOSDI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Vol. 16, No. 2, June 2020

하지만 현재 정부, 광역지자체, 지역 구/군 단위에서 다양한 지역 문화를 위한 정보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가 및 공

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정보화 사업은 디테일이 약하다(Ko, 2015). 즉, 지역 문화의 시기 및 계절별 변경이나 수정이 실질적으

로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은 규모의 지역공동체 단위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 정보시스

템 구축과, 문화 정보 공유를 위한 참여 및 창의적 정보 생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국외의 문화 정보 공유 활성화 추진 방향들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 홍보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 결과

로 다양한 모임 및 공동체가 활성화 되어 있다. Fig. 3에는 미국 서부 지역의 지역 공동체에서 수목원을 가꾸고 이를 소개하는 

공동체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Fig. 3. US western community activities

해당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주민 참여 초기에는 마을 주변을 흐르는 하천에서 마을 주민들이 협력하여 수목원을 만들고, 

이를 꾸준히 관리하여 동식물 및 자연환경을 고려한 친환경을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

역을 위해 행동하고 이를 지역공동체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문화 환경 보호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봉사 활동 저조

지역 문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주민들의 노력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주민의

식의 발전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 문화와 환경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환

경운동연합의 일원인 부산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는 지역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을 영위하고 있다. 다만 참여자의 

봉사와 후원은 단체 중심의 활동을 해야 하는 제약으로 인해 실제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개인은 소속된 단

체의 활동의 제약을 받는다. 이는 개인들의 봉사 활동이 저조한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Fig. 4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의 최근 활

동 중 이를 뒷받침하는 일부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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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activity of a particular organization

이와 같이 현재까지의 환경보호를 위한 지역 주민 활동은 단체나 모임 중심의 활동이 대부분이다. 이는 개인 활동의 제약

을 가져오고 개인의 지속적인 동기부여도 힘든 단점이 있다.

QR코드 기반의 지역문화 공유 및 환경보호 정보기술 관리방안

봉사단체로 출발하여 지역문화 관련 수행 주체로 변화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시도 되고 있다. 하지만 보통은 지자체가 관리주체가 되어 먼저 계획을 확

립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 기존의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 공유 활성화와 현장 정보

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역주민과 외부인(다국적 방문객 포함), 지자체가 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방식은 계획 수립과 실행까지의 많은 시간과 다양한 조건들을 요구한다. 하

지만 다행이 지역사회에는 이미 지역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지역주민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들을 클러스터링 하고 

함께 지역문화의 발전 방향을 고민할 주체의 형성이다. 이를 위해 이전부터 모임을 통해 지역문화를 위한 다양한 교류를 하

고 있던 지역대학의 교수진을 주축으로 먼저 봉사단체를 설립한다. 이후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이미 활동하고 있는 많

은 개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재능 기부자들을 클러스터링 한다. 이러한 자원들을 통해 즉각 실행 가능한 여러 지역문

화 관련 현안들의 문제 해결을 진행하고, 이후 봉사단체로서는 진행할 수 없는 규모나 사안들은 이미 진행된 봉사 단체의 실

적을 바탕으로 지자체에 역 제안 하여 해당 관청의 지원을 이끌어 낸다. 이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외지인들과의 클러스터링 

또한 추진하며 봉사단체의 역할에서 지역문화 관련 수행 주체로의 변화를 주도한다(Min et al., 2015).

지역문화 공유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정보의 실시간 관리 방법 및 플랫폼 구축

지역문화 공유 활성화를 위해 정보기술을 이용한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플랫폼에는 지역문화정보 데이터베

이스, QR코드체계, 다국적 커뮤니티 지향 홈페이지, 언어번역관련 인터넷 도구, 정보보호 체계, BigData 분석 툴이 포함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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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해당 지역문화 커뮤니티의 모든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로드 한다(Jin et al., 2018). 마

치 이용자 모두가 만들어가는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어처럼 모든 이용자들이 직접 지역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실시간으

로 올릴 수 있도록 한다. 콘텐츠 작성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온라인에 남겨 개인적인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된다. 이는 콘텐츠

를 자발적으로 업로드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물론 플랫폼 쪽에서의 콘텐츠 확인 및 검증은 필요하다. 즉, 개인정보보호 관

련, 콘텐츠의 사실성 유무, 상업성 콘텐츠 등에 대한 필터링이 필요하다(Won, 2017). 또한 이용자들은 커뮤니티에 해당 지역 

문화를 중심으로 관련 글, 이미지, 동영상, 댓글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커뮤니티에 기록하여 공유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

를 기반으로 하는 자발적인 업로드이다. 이때 해당 지자체의 학생들의 봉사점수 인정 및 부여 등은 자발적인 활동의 또 다른 

촉진제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실시간으로 수많은 데이터가 발생된다. 생성된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들을 플랫

폼에서 제공하는 BigData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면 관리주체의 효율적인 지역문화 관리가 가능해 진다. 즉, 이용자들

이 올리는 특정 장소의 관련 글들에서 공통적인 개선점의 아이디어를 추출할 수도 있고, 관련 사진 이미지들을 분석하여 지

역 문화재와 관련 시설들의 파손된 형태나 문제점도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다음 Fig. 5는 지역문화의 공유와 활성화를 위

한 플랫폼 구축 알고리즘이다.

Fig. 5. Regional culture sharing

플랫폼 구축에 사용되는 정보화 기술은 데이터 분석을 위해 오픈소스인 R 빅데이터 분석도구를 활용했다. R은 현재 사용

자층이 넓어 재능 기부자들 선정 시 선발이 용이 하다. QR코드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포털의 QR코드 관련 제공 기술을 사용

하였다. 포털의 QR코드 생성은 직관적이고 무엇보다도 게시판 형식으로 생성 QR코드 리스트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aver QR Code, 2020). SNS에 기반한 인터렉티브 홈페이지 구성은 임베디드 방식의 커뮤니티 도구인 포털의 카페와 블로

그를 활용했다. 이는 인터렉티브 홈페이지를 빠르게 구축 가능하게 하고, XML 크롤링을 활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표준

화된 DB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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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공유 활성화를 위한 SNS에 기반을 둔 정보기술 적용 홈페이지 구성

커뮤니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에는 외부인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다국적 방문객 즉,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해당 언어별 다국적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정보들은 커뮤니티 운영 그룹이 자원봉사자들을 

힘을 빌려 다국어 버전으로 미리 작성하지만, 다국적 이용자들은 먼저 플랫폼에서 제공된 웹 도구를 이용하여 업로드 된 한

국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해당 언어로 변환하여 이용한다. 물론 이때 번역의 정확도는 현재 관련 기술 수준인 70% 정도이

다. 그러므로 이를 해당언어로 정확히 번역한 콘텐츠들이 필요한데 이때 콘텐츠의 번역은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해당언어 이

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콘텐츠의 이미지와 동영상등을 커뮤니티 내에서 자유롭

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 마치 위키피디어 오픈사전을 편찬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해당 콘텐츠를 재구성 한다. 이

들에게는 콘텐츠 게시자의 지위와 등급 상향 혜택 등이 부여된다.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이 왕성해 지면 참여자들이 자연스럽

게 해당 콘텐츠를 통해 관련 지역문화의 환경보호 측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자생적인 소모임이 구성된

다. 플랫폼은 이들의 활동을 커뮤니티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활동을 조력한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커뮤니티의 활

성화와 환경보호가 상호 선순환하게 된다(Jin et al., 2016).

포털의 임베디드 방식의 카페와 블로그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처음 글로벌 기능에 강한 워드프레스와 관련 테

마 및 플러그인을 결합하여 홈페이지를 구성하려고 했으나 실제 SNS의 접근성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의 적용면에서 더 많

은 장점을 가진 임베디드 방식의 카페를 스킨 제작으로 고도화하고 블로그와 연동하도록 하였다.

지역문화 공유 및 환경보호를 위한 QR코드 사용 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

사각형태의 격자무늬에 정보를 가지고 있는 2차원 형식 코드인 QR (Quick Response)코드는 문화 관련 부문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관광공사의 ‘Visit KOREA QR-Code Book’ 발간이나 각 지역 축제의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홍보물 등의 삽입을 예로 들 수 있다(Wikipedia, 2020). 먼저 지역문화 정보 공유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로 특

정 지역문화 홍보가 필요한 장소에 푯말을 설치하거나 현 푯말을 수정하여 안내문에 QR코드를 삽입한다. 모든 이용자들은 

휴대폰의 QR코드 리더기 앱이나 사진 앱을 통해 QR코드를 읽어 들여 해당 위치 관련 정보로 바로 이동한다. 

QR 코드의 체계는 처음 지자체의 지역 문화 관련 관리 번호를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지역 문화 모두에 관리 번호가 상세하

게 부여 되어 있지 않아 지역번호에 해당 주소지의 우편번호와 경도 및 위도, 자체 부여한 지역 문화의 분류번호를 조합하여 

구성하였다. 조합된 자릿수에 몇 개의 여분의 자릿수를 추가하여 32개의 자릿수로 구성하였다. 

다음 Fig. 6은 부산 남구에 위치한 이기대 수변공원을 대상으로 QR코드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이렉트로 관련 정보 웹

페이지로 이동하는 예이다.

처음으로 QR코드를 통해 이동된 웹페이지에는 현재 위치에 대한 기본 정보가 표시되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현 위치의 이

름과 좌표, 대략적인 설명이 먼저 나타나고, 현 위치와 관련한 상세정보로 이동하는 ‘현재 위치기반 정보’, 현 위치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보호 관련 정보’ 링크 아이콘이 표시된다.

‘현재 위치기반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동하면 현재 위치에 대한 상세정보가 표시된다. 이때 시사점은 현 위치와 근처

의 QR코드 지점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정보가 표시된다는 것이다. 즉 QR코드로 다른 이동 지점과의 거리와 이동시간, 도달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용자들은 현재의 위치에서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원래 계획을 고수하거나 수정한다. 물론 QR코드 연계 정보가 먼저 표시된 이후에 일반적인 편의 시설이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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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Korea Tourism Information, 2020).

‘환경보호 관련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여 이동하면 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 QR코드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위치에 대한 개념을 부여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위치에 환경적인 문제나 문화재의 훼손, 청소나 오염 문제 등이 발생하면 바

로 커뮤니티의 해당 게시판에 올릴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QR코드에 의한 위

치 개념은 콘텐츠의 현재 위치에 대한 모든 정보와 다른 이용자들의 경험담을 공유 가능하도록 한다. 즉, 현재 위치에 대한 사

계절 정취, 꽃과 모든 동식물의 변화, 역사적 배경 등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다음 Fig. 7은 QR코드를 통해 이동한 첫 웹페이지에서 아이콘을 눌러 링크 이동한 ‘현재 위치기반 정보’와 ‘환경보호 관련 

정보’ 각각의 상세 페이지 예이다.

        

Fig. 6. QR code with website

               

Fig. 7. Each detail web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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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기반 정보’의 지도에는 데이터베이스화된 QR코드 지점과의 상대적 경로가 표시된다. 지도를 클릭 시 QR코드 

표기 지도가 표시되며 이때 현 QR코드 위치와의 상대 경로가 표기된다. 이용자는 각 지점들의 표시를 확인한 후 다음 행선지

를 파악하고 다양한 편의시설도 확인한다. 다음 Fig. 8은 이기대 공원 입구의 현 위치에서 QR코드로 연계된 각 지점들이 표

시된 지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Fig. 8. Each point linked with QR code

기존 지역문화 정보화 시스템과 제안된 지역문화 정보화시스템 비교분석

현재에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문화 정보화를 위한 사업들이 전개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지자체가 예산을 집

행하여 이루어지는 방식의 지역 문화 정보화 사업들은 예산의 소진과 함께 의미가 급격히 약화된다. 하지만 제안된 지역문화 

정보화방식은 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하여 먼저 모든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자생력을 

키워 선순환 하는 구조를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다음 Table 1은 기존 지역 문화정보화 시스템과 제안된 지역문화 정

보화 시스템의 항목별 비교표이다.

기존의 단편적인 정보화 시스템에서는 이용자들의 협업이 불가능하였지만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플랫폼화된 정보화 시스

템을 중심으로 이용자들의 협업이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관련 지자체가 주가 되어 홍보하던 지역문화 홍보 주체를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이용자 모두가 문화 홍보를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기존에는 없던 방식이다. 또한 QR코드를 단순히 콘

텐츠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했던 기존 시스템에 비하여 제안된 시스템에서는 QR코드 상호 연계를 통해 다양한 정보

들을 제공하고, QR코드의 위치 개념을 확장하여 콘텐츠 구축에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해당 위치에 대

한 정보를 축척할 수 있도록 하였다.



372 KOSDI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Vol. 16, No. 2, June 2020

Table 1. Comparison table with existing local culture information system

기존 지역문화 정보화 시스템 제안된 지역문화 정보화 시스템

플랫폼 단편적인 정보화 시스템 플랫폼화된 정보화 시스템

지역문화 홍보 주체 관련 지자체가 문화 홍보 이용자 모두가 문화 홍보

QR코드 운영 단순 콘텐츠 홍보용 QR코드 간의 상호 연계

콘텐츠 생산 관리주체(보통 지자체) 관련 이용자 간 협업

유지보수 비용 중심 엔터테인먼트 중심

실시간 관리 불가능(플랫폼 부재) 가능(플랫폼 이용)

환경보호 연계 기능 연계 안됨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기능 연계

콘텐츠 생산의 측면에서는 관리 주체가 독단적으로 생산하던 콘텐츠를 이용자 모두가 협업에 의한 공동 생산 체제로 바꾸

어 실질성을 높였고, 유지보수의 측면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사용하는 비용 중심에서 전 이용자들이 즐거움과 봉사 활동 등에 

기반을 둔 자율 참여를 유도 하였다. 또한 기존의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지역문화를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플랫폼에 

기반을 둔 제안된 시스템은 이를 다양한 이용자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QR코드를 통해 위치기반 정보를 포함한 이용자들이 생산하는 글, 이미지, 동영상에 의해 커뮤니티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을 통한 실시간 관리, 환경정리, 신고 등이 가능 하다 . 이는 커뮤니티와 환경보호 연계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지역문화 정보의 자율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해 QR코드, 빅데이터 분석, SNS에 기반한 인터렉티브 홈페이

지 등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외부인 및 지자체를 클러스터링하고 자생적인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는 방법과 

이런 활동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리는 지역별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방대한 지역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역문화 정보

에 대한 접근과 소비 및 관리를 특별한 한 주체를 중심으로 해결하였다면, 본 논문에서는 지역문화에 관련한 모든 이용자를 

정보기술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기존에는 없던 방식으로 정보기술

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이용자와 관계자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자유로운 참여와 즐거움을 유도하

면 지역 문화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 많은 이들이 보다 폭넓게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즐거운 경험

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지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산들을 위한 환경개선과 정화에도 엔터테인먼트를 기반으로 참여

하도록 유도한다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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