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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중 POI와 공간 메타포를 활용한 인문 융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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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 , 야후,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의 지도에는 이른바 POI, 즉 심 지  (point of interest)이 서비스되

고 있다. 인터넷 지도 상의 심 지 은 소셜 커머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셜 게임, 소셜 쇼핑 등으로까지 확 되

는 추세이다. 그런데 지도 상의 치 즉 재 이용자가 치한 장소는 인문학 인 스토리 텔링의 시발 이기도 하다는 

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재 치한 곳의 민담, 동요, 소설 속의 등장인물, 화의 배경, 노래가사, 인의 출생 등

의 이야기가 꽃피는 장소인 것이다. 이 연구는 지 까지 POI 정보에 카페, 스토랑, 병원, 식당, 맛집 등의 정보만이 

서비스되는 한계 을 지 하 고, 더 나아가 안으로 POI정보와 결합된 소  ‘인문융합 지도 서비스’를 제안하 다. 

Abstract  Google, Yahoo, Daum and Naver has the POI(point of interest) service. And POI on the map is 
expending to social commerce, SNS, social game and social shopping. At the same time the uses's position on the 
map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Humanities Story. That means our current position is the place for stories of tales, 
children's song, fictional characters, the film background, lyrics and the birth of great people.
This study points out that service has the limited to cafe, restaurant and hospital, and suggests the Humanities 
fusion Map Service which is combined with the POI information.

Key Words : POI, Point of Interest, Map service, Humanity, Convergence, Metaphor, Big Data

Ⅰ. 서  론

SNS는 스마트폰 확산을 계기로 치기반 SNS, 소셜

쇼핑, 소셜게임, 소셜TV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과 융

합하는 인 라로 작용하고 있다.[1] SNS에서 소통되는 정

보는 빅데이터 분석의 상인 비정형데이터가 표 이

다. 비정형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거 한 양이 처리된다. 

따라서 통  시스템에서 다루는 배치 일 처리 등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산 환경 시스템이 요구된다. 

하둡 (hadoop) 등을 비롯한 분산 일 처리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빅데이터 로그래 은 스마트 미디어 이용

자의 행태를 측하고 추론하는데 활용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미디어 련 소비자 이용행태 분석과 같은 기 연

구가 조 씩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부분 스마트폰의 

이용 여부나 간단한 이용행태 정도를 악하는데 을 

맞추고 있어 스마트미디어의 도입에 따른 미디어 이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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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치 ·사회  향을 실증 으

로 분석하는 연구는 상 으로 미흡한 것이 실이다. 

빅데이터 환경의 도래에 따라 비정형 데이터에 한 

정의와 이에 따른 각 도메인 (  분야, 학교 등 이러닝 

분야, 정치정보를 다루는 정책 분야, 제품 정보를 다루는 

소셜 마  분야) 별 활용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그러

나 여 히, 빅데이터 분석 역시 마 의 도구로서의 활

용, 정치 캠페인에서의 유권자 분석 등의 수 에 머물고 

있다. 이 한 해외 사례가 주로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융합연구 모색  신규

서비스 창출이라는 에서 비정형 데이터의 다양성  

확장성을 반 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를 통해 빅데이

터  비정형 데이터의 표 인 인문 메타포값과 이를 

통한 신규 서비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분석 

1. 인문 메타포와 비정형 데이터

인문(humanity)이라는 용어에는 소설, 시, 춤, 무용, 철

학, 기억, 욕망, 감정 등이 함축되어 있다. 인문 메타포라 

함은 시와 소설의 원형으로 사용한 철학과 종교의 원리 

 그와 련한 다양한 설화, 민담 등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문 메타포란 상기한 바와 같이 다양

한 인문학  요소들을 추출하고 검색하여 제공할 수 있

는 키 값 (key value)을 뜻한다. 즉 다분히 공학  측면에

서 웹 검색 로 (crawler)의 인덱스값,  빅데이터 분석의 

네임 노드 (하둡 로그래 에서 네임노드와 데이터 노

드로 구분됨)에 한 설정을 뜻한다. 

강장묵․이원태 (2014)는 소셜 계망에서 추출된 맥

락값을 반 한 멀티 모달리티, 특히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 메타값으로 가 치를 부여한 멀티 모달리티 시스템

을 구 하고 이를 시험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하면 비정형데이터 기반의 인문학  융합연구

를 향후의 요한 연구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2]  

멀티 모달리티로 송되는 여러 값  인간의 감성  

(희로애락)을 표 하는 값들은 표 인 비정형데이터이

다. 이처럼, 통 인 인문학 기반의 데이터들은 기존의 

통 시스템에서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에서 

처리할 수 없는 비정형 데이터들이 부분을 이룬다. 

이와 같이 감정 등에 연결된 인문학  메타포는 가까

운 장래에 융합서비스의 활성화와 더불어 가장 표 인 

비정형 데이터가 될 것으로 상된다. 아래 그림 1은 데

이터 타입에 따른  세계 장 능력에 한 것으로서 

File과 Block 기반으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데이터 타입에 따른 전 세계 저장 능력[3] 

Fig. 1. Worldwide Storage Capacity Shipped by 
         Data Type, 2005-2012

이상과 같이 증가하는 비정형 데이터와 여타 데이터 

타입은 비구조 인 언어로 표 되는 특징을 갖는다. 따

라서 비정형 데이터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인문 메타

포로 매핑 (mapping) 시키는 선행 연구가 필수 이다. 

2. 지도 데이터와 공간 메타포

앞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등의 도래로 

이용자들은 인지의 과부화 (cognitive overload)를 겪게

될 것이다. 인지의 과부화를 막기 한 여러 선행 연구 

 하이퍼미디어의 특성과 공간 개념을 용한 네비게이

션이 각 받았다. 실세계의 길찾기 방법을 인터넷 공간

에 목한 표 인 기법으로는 Tree Map, Fisheye, 

Bubble Tree 등이 있다. 

그림 2. 피셔아이와 랜드스케이프[4] 

Fig. 2. Fisheye and landscape

 그림 2에서 지도란 2차원 인 개념이 아닌 공간 개

념 즉 공간메타포를 기반으로 하여 3차원 기반의 네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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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구조를 가진다.[5] 

본 연구의 상이 되는 지도란 통 인 시스템에서 

“앞으로 혹은 뒤로 는 ”라는 단서를 넘어서는 메

타포의 공간이다. 지도 에 넘쳐나는 메타포는 이용자

에게 인지의 과부화를 주고 이는 곧 방향감의 상실 (user 

disorientation)을 경험하게 만든다. 

따라서 지도 에 단순히 심지역 (POI: point of 

interest, 이후 POI로 통일)을 많이 올려놓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해 그동안 이용자의 

치 기반의 POI 제공 는 지도 벨 별 (통상 10단계의 

지도의 확 와 축소 벨을 가짐)로 POI를 차등 제공하

는 차별을 통해 이용자 인지의 과부화를 방하고자 노

력하여 왔다.

그러나 이런 피상 인 방법을 극복하고 인문학  메

타포를 공간에 투사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 하는 방법

을 제안한다면, 재 서비스되는 지도는 한 차원 더 높이 

인문융합  가치로 업그 이드 될 것으로 기 된다. 

Ⅲ. 지도 서비스와 장소 그리고 메타포 

1. 인터넷 지도 서비스와 POI

재 인터넷 상의 지도 서비스는 국내만을 서비스하

는 네이버 지도 (http://map.naver.com/), 다음 지도 

(http://map.daum.net/), 콩나물 (http://congnamul.co.kr/ 

sub_map/map_user01.aspx) 등의 국내 지도 서비스업체

와  세계지도를 서비스하는 구 어스 (http://www. 

google.com/earth/), 구 맵스 (maps.google.co.kr), 야후

지도 (https://maps.yahoo.com/), MS Virtual Earth 3D 

(http://microsoft-virtual-earth-3d.en.uptodown.com/), 

Bing Maps (http://www.microsoft.com/maps/) 등 로

벌 서비스 업체로 나뉜다. 

 세계를 상으로 하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는 구

과 야후, MS와 같은 유명 검색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으

며 특히 구 과 MS는 3차원에 기반을 둔 디지털 로  

(Digital Globe) 형태로 지리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6] 특히 가상의 세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구  어스는 이러한 서비스 경쟁을 

발 시킨 최 의 인터넷 지도 서비스로 재  세계 으

로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6] 

그림 3. 콩나물 서비스[7] 

Fig. 3. Congnamul Service

그림 4. 빙 맵 플랫폼[8] 

Fig. 4. The Bing Maps Platform

그림 3과 그림 4와 같이, 오늘날 인터넷 지도 서비스는 

시각 인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심을 가질만한 

POI 정보와 소셜 정보 등이 여러 정보들이 유입되어 결

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각 인 지도 정보를 

Open-API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형태로 공유

하여 매쉬업(mash-up)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 표 인 가 구 맵스와 크라이그리스트 

(http://www.craigslist.org/)를 결합한 하우징맵 

(http://www.housingmaps.com/)이다. 이들 매쉬업 서비

스를 구  지도로부터 자원을 얻어 새로운 서비스를 창

출하 지만 인터넷 선순환의 효과로 다시 구  지도의 

콘텐츠를 풍성하게 하는 장 이 있다. 

그림 5. 하우징맵[9] 

Fig. 5. The Housing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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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지도의 다양한 콘텐츠는 지도 에 별도의 

이어 형태나 외부 자료를 링크하여 제공하게 되는데, 그 

는 아래 그림 6와 같다. 

그림 6. 구글 어스 웹 레이어[10] 

Fig. 6. Google earth web layer

그림 6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에서 지리  퍼런스로 

바다, 날씨, 갤러리, 지구  바로 알기, 자세히, 빌딩 3D이

미지, 도로, 사진, 치 등을 갖는다. 이들 퍼런스는 1차

 (primary), 일반  (common), 지역  (local), 객  

(objective) 사물 정보 (건물, 카페, 은행 등) 이다. 물론 

이들 정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트 터 

등을 통해 계망으로 확산된다. 즉 POI로 거듭나는 선

순환 구조를 가질 때, 이들 지도  정보들은 인문학  

가치를 메타포로 여러 가치를 더하게 된다.    

2. 인문 정보가 융합된 공간 지도

치정보 기술의 발달로 POI는 인터넷, 모바일, 네비

게이션, 스마트 TV, 웨어러블 등에 활용될 망이다. 그

다면, 심정보 외에 새롭게 추가되거나 더해진다면 

기존의 지도에 한 해석과 공간에 한 이해를 남다르

게 할 콘텐츠는 과연 무엇일까? 

이미 지리정보시스템, 컴퓨터 그래픽,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가상 실과 같은 정보소통기술의 발달은 지

도상에 정교한 공간 표 을 가능하게 하 고 지도화 가

능한 상의 폭을 크게 확 시켰다.[11] 따라서 단순한 장

소에서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객 인 사실 정보에서 

주 인 감성 정보로 환되기 해서는 인문학  이해 

 콘텐츠 활용이 필수 이다. 

다음 그림 7은 장소를 바라보는 세계 을 잘 보여

다. 이 그림은 사람이라는 객체가 ‘그 장소 안에’, ‘그 자연 

안에’라는 범주 속에서 새로운 문맥 (context)을 형성하

는 것을 도식화하 다. 즉 사람과 장소 그리고 자연이 기

능 으로 소통하고 이를 통해 통합된 세계 을 드러낸다. 

 

그림 7. 장소를 바라보는 세계관[12]

Fig. 7. World View as an Integrated Place

이처럼 문맥이란 증강 실 는 개인화 서비스를 

한 센싱 데이터나 여타 비정형 데이터만을 의미하지 않

는다. 오히려, 인문학  정보가 문맥으로 환된 세계

 조망이자, 이를 드러낸 지도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아래 표 1은 인문학  입력값과 이를 통한 상황 정보

를 표로 간결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 1. 멀티모달 별 인문학 인풋과 상황 정보[13]
Table 1. Humanities input value and information 

of the situation according to Multiplex 
modality

 표 1에서 인문 메타포를 가진 입력값이란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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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련 문학, 음악 등 심사’, ‘장소별 민담과 속담’, 

‘계 별 기  천문 정보’, ‘문맥’, ‘개인별 체험과 경험’ 

등으로 구체화된 인문학  정서이자 감성이다. 이들 입

력값은 속성 값 는 가 치 등과 같은 조  변수를 통해 

그 수 을 어림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값들은 외부 지도 데이터, 소셜 데이터, 공

공 데이터 등과도 결합할 수 있다. 는 소셜 네트워크, 

공공 정보 네트워크, 기존의 통 시스템으로 구성된 네

트워크, 소셜 큐 이션 네트워크, 블로거 네트워크 등과 

연결되어 인문학  정보가 확산되거나 그 가치가 더해질 

수도 있다. 

Ⅳ. 공간 메타포를 이용한
인문 융합 지도

1. 공간 메타포와 인문학

공간이 가지는 복합  의미는 기존의 POI로 표 되는 

데 근본  한계를 지닌다. 2D 지도에서 3D지도 그리고 

실감 상  고화질 이미지 처리가 가능할지라도 지도 

의 콘텐츠가 카페, 병원, 학교, 공서 등으로 한정된다

면, 그 활용 가치는 지극히 제한 일 것이다.  

따라서 공간 속에 인문학  메타포를 삽입하고 인문

학 인 가치를 매개로 하여, 상업 ․교육 ․정치  여

타 가치들이 결합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그림 8. 융합산업형 도시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
의 패러다임 변화[14]

Fig. 8. Paradigm Shift for Sustainable Community 
through Urban Agriculture based on 
Industry Convergence

 그림 8은 융합 산업형 도시 농업을 한 지속 가능

한 공동체 패러다임으로 세계 , 공동체, 도시와 농 이

라는 지역  경계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공간 메타포란 공간을 읽는 기 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

라서 인문 융합 지도에서 가장 요한 것은 지도 에 콘

텐츠를 수렴시킬 수 있는 강력한 매개자, 즉 인문학  메

타포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이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  

2. 인문 융합 지도의 사례

가. 지도 위에 그림과 역사 스토리

본 연구는 단순한 지도 서비스의 틀을 벗어나 지도와 

인문학  콘텐츠를 융합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컨  국내의 다음 는 네이버 등 포털의 국내 지

도 서비스 에 인문 정보를 POI로 서비스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림 9. 다음 지도
Fig. 9. Daum Maps

 지도 9는 미디어 다음이 서비스하는 지도로서 일반

인 지도 화면과 그 에 POI ( 심지역)을 배치하는 방

식을 가상 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국내 

포털의 지도 서비스 뿐만 아니라 세계 구  등 어떤 지

도 서비스에서도 인문학  분류체계로 편집되어 자동으

로 구성된 ‘인문학 지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한국지리지․한국지명유래집 등을 온톨로지로 구축

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인문지리정보 통합 서비스

(http://www.land.go.kr/3D/portal/subMain/main_map.d

o)가 수행되고는 있으나 여기서 다루는 인문지리는 제한

이라는 한계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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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인문 정보 사례
Fig. 10. Case of humanity Information

그러면 어떻게 인문학  정보를 지도와 융합할 것인

가. 인문학  가치를 심으로  그림 10을 지도 에 

POI로 배치하면 아래 그림 11과 같이 인문학 콘텐츠가 

매핑된 인문지도를 설계할 수 있다. 

그림 11. 인문 지도 설계
Fig. 11. Design of humanity Maps

이를 단순히 화면 에 사진 이미지를 올려놓는 수

을 뛰어넘어, ‘옥인동 수성동 계곡’,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 시 의 역사  배경’ 등을 스토리 형태로 배치하

고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도 에 인문 정보가 

단순히 배치되는 수 을 넘어 스토리 기반으로 순차화된

다. 하나의 인문 정보에 심을 가지게 된다면, 인근 인문 

POI 는 유사한 속성을 가진 이용자가 선택한 유사도가 

높은 인문 POI를 추천할 수 있다. 를 들면 지도 에 

추사 김정희 선생의 그림을 배치하고 이를 통해 연  인

문 정보를 추천하거나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 지도 위에 집터 스토리

인문학 정보에 한 추천, 리뷰, 공유, 댓 , 연결, 소셜 

계 지도 등 상호작용을 통해 평 을 측정할 수 있다. 

를 들어, 안 근 의사가 거사를 성공한 날, 옥  일기를 

쓴 날, 돌아가신 날 등은 ‘안 근’과 련된 키워드와 역

사 련 스토리 등으로 네이버, 다음 등 콘텐츠의 조회수, 

댓 , 공유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 을 활용할 수 있

다. 즉 이와 같은 정보의 상호작용을 다음 지도 는 구

 지도 에 시각화하여 표 하거나 이용자들의 상호작

용에 한 측량값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용자가 인문학 정보에 한 별 , 수, 선호

도 여부, 공감 표시  어도 하나에 하여 사용자 만

족도를 표시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단말과 공유할 

수 있다. 한 사용자의 로그 정보를 재가공하여 개발자

에게 해당 상호작용이 언제 어디서 어떤 계로 어떻게 

추천되고 설치되었는지를 제공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2는 조선의 시인 천수경((千壽慶: 

1758~1818년)의 집터인 ‘송석원’의 공간정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단순한 공간 정보를 지도 에 POI로 올려놓는 

것이 본 설계의 핵심이 아니다. 본 제안은 ‘송석원’이라는 

인문학  가치를 갖는 고유명사를 구 , 네이버, 다음 등

의 검색 결과로 표 하거나 검색 키워드가 일년  어느 

때 빈도가 높은지 등을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2. 인문 지도 스토리
Fig. 12. Story of humanity Maps

그 분석 결과는 이미지, 동 상, 사운드, 신문 기사, 

치, 시간 태그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 이를  그림12

와 같이 송석원 터와 련 정보를 스토리로 구성할 수 있

다. 이때 인문학  구성을 한 자동화 탬 릿도 추가

으로 제안할 수 있다. 

Ⅴ. 결 론

인문학과 과학 기술 융합의 아이콘으로, 혹은 우리 시

의 구루(guru)로까지 여겨지기까지 하는 스티  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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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Jobs)는 2011년 3월 3일 시애틀 타임즈(Seattle 

Times)와의 인터뷰에서 '애 (Apple)의 유 자는 기술

(technology) 과 인문학(liberal arts, humanities)이 결혼

한 결과이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심장이 노래하는 결과

를 낳게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이 있다
[15] 

기 융합 (convergence)의 개념은 나노 기술의 등장

에 따른 미립자 수 으로의 수렴을 뜻하 다가, 재는 

이 개념이  역으로 확장  확 되면서 그 의미하는 

바가 오용되거나 모호해졌다. 

이 에서는 인문학이라는 역을 김정희 선생의 그

림 는 안 근 의사의 역사  사실 등에 기반한 정보를 

POI 정보로 배치하는 필요성을 기술하 다. 그 뿐만 아

니라, 이를 구 하는데 있어 단순히 지도 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색 는 소셜 서비스에서 추천하

는 방식의 알고리즘 용도 제안하 다. 

요컨  인문콘텐츠 기반의 융합지도 서비스는 이용자

가 하나의 인문  심 정보를 선택하거나 볼 때, 서버는 

이와 연 된 다른 인문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사도가 높

은 인문 정보를 추천한다. 더 나아가 하나의 인문 정보를 

소비한 이용자가 다음 경로 는 다음 순서로 이용하게 

되는 인문 정보를 순차 으로 제안하는데, 그 패턴을 통

해 인문 스토리를 지도 에 구성할 수도 있다. 즉 인문

융합 지도에는 인문 정보에 한 소비와 이동을 돕는 인

문 정보의 소비 경로 는 인문 정보의 탐색 경로가 제공

되는 것이다. 물론 이상의 인문융합 지도 구  과정을 추

론하거나 측하는 데에는 빅데이터 기술의 알고리듬 도

출과 제안이 추가 연구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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