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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After the Crona Pandemic, all countries are interested in developing various programs to attract 

tourists. In order to activate the attraction of tourists, it is necessary to discover the information needed 

by tourists and provide the information based on the visitor's location. Method: This research proposes a 

system configuration method for creating tourist-oriented tourism contents information. To this end, it 

creates GIS and QR code-based content and provides necessary information from the tourist's current 

location. In addition, by using QR codes installed at various points, it provides travel time and other 

destination information from the current location, and AR image information based on QR codes. Result: 

The existing tourism content system provides information using a fixed location-based QR code. This 

research creates and provides customized tourism information based on the location of tourists by 

generating GIS-based QR codes. Conclusion: This research aims to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a 

new tourism information contents and the activation of tourist-oriented tourism information provision.

Keywords: Tourism Content Creation, Tourism Activation, QR Code Based on GIS, AR Image, 

Tourism Information Tailored to Tourists

요 약

연구목적: 크로나 펜데믹 이후, 모든 국가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가지

고 있다.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발굴하고, 이를 방문객 위치 기

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생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관광객 중심의 관광 콘텐츠 정

보 생성을 위한 시스템 구성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GIS와 QR코드 기반의 콘텐츠를 생성하고, 관

광객의 현재 위치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양한 지점에 설치된 QR코드를 활용하여 현재 

위치에서 이동시간 및 다른 목적지 정보 그리고 QR코드 기반 AR 영상 정보도 제공한다. 연구결과: 기

존의 관광 콘텐츠 시스템은 고정된 위치 기반의 QR코드를 활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GIS기반 QR코들 생성하여 관광객 위치 기반 맞춤형 관광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한다. 결론: 본 연구는 

새로운 관광 정보 콘텐츠 구성 방안과 관광객 중심의 관광 정보 제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관광콘텐츠 생성, 관광 활성화, GIS기반 QR코드, AR 영상, 관광객 맞춤형 관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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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부산시는 2020년 문체부가 지원하는 국제관광 도시로 선정되면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발굴로 우리나라 해양 관문도시

로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펜데믹 영향으로 관광객 수는 많이 줄었지만, 부산의 남부 지역은 

유명한 관광 명소들이 위치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관광 콘텐츠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게 되면 관광 활성화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관광공사의 2021년 부산 여행 트랜드 분석을 보면 블로그, 카페, 커뮤니티,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분석 매체들을 통

한 부산 여행 트렌드 전망으로 나만의 경험과 가치를 중시하며, 개인 취향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관광 콘텐츠의 세분화 트

렌드를 기술하고 있다(Busan City, 2021a).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보면 부산은 국제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국내외 방

문자 수를 증가하도록 다양한 정보들을 생성하고, 관광객이 필요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 산업 경쟁력과 관광

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광객 맞춤형 정보 생성을 위한 시스템 구성 방안을 

제시한다(Busan City, 2021b).

연구방향

부산시는 2020년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모델 개발과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연구들을 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타도시 및 외국인이 부산을 방문할 경우 웹 정보 또는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검

색하지만, 방문하고 싶은 장소를 바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

소를 결정하기 위한 관광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방문 장소가 결정되면 관광객의 현재 위치에서 구글 지도 등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 관광객이 방문 장소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생성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이론적 배경

국제관광도시 부산관광의 전략분석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국내외적으로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별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Lee, 2020; Park, 2020). Park(2020)은 코로나 19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여행심리가 위축되고 지역관광산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결과적으로 지역 관광산업에 또 다

른 위기를 발생시키는 순환적 과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산관광 위기관리(TCM)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러한 위기관리 기능들에는 다양한 방법과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관광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Jeong(2020)은 Fig. 1과 같이 2001년부터 2020년 1/4분기까지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의 해외여행객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당연히 코로나 19로 관광객의 추이는 급격하게 감소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코로나 접종 비율이 높아지면서 위드 코로

나와 함께 관광객 증가를 고려한 새로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연구가 필요하하다. 이러한 연구들에는 4차산업에서 요

구되고 있는 관광객 중심의 정보 제공 방안, QR/GIS/AR 기반의 정보 생성 및 제공 그리고 관광객 맞춤형 정보 제공 기술들

이 포함될 수 있다.

Fig. 2는 부산시의 국제관광도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의 내용을 타내내고 있다(Busan City, 2021). 전체적으로는 아시아 

제1의 해양문화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매력성, 개방성, 친화성, 지속성의 방향성을 가지고 세부적인 추친전략과 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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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첫째는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레저관광콘텐츠 개발, 둘째는 부산다운 해양도시매력 관광 상품화, 셋째는 누구나 

접근가능한 관광진화환경 조성, 넷째는 인간과 환경과 문화가 지속가능한 관광경영 그리고 마지작으로 세계인이 오고 싶게 

만드는 글로벌 브랜드마케팅 확산이 주요 과제인데,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과제들 부분에서 관광편의시스템, 관광객 친화 

환경, 관광안전 통합기능, 글로벌 관광디지털 등의 내용들이 연관될 수 있다.

Fig. 2는 부산시의 국제관광도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의 내용을 타내내고 있다(Busan City, 2021). 전체적으로는 아시아 

제1의 해양문화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매력성, 개방성, 친화성, 지속성의 방향성을 가지고 세부적인 추친전략과 과제를 제시

하고 있다. 첫째는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레저관광콘텐츠 개발, 둘째는 부산다운 해양도시매력 관광 상품화, 셋째는 누구나 

접근가능한 관광진화환경 조성, 넷째는 인간과 환경과 문화가 지속가능한 관광경영 그리고 마지작으로 세계인이 오고 싶게 

만드는 글로벌 브랜드마케팅 확산이 주요 과제인데,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과제들 부분에서 관광편의시스템, 관광객 친화 

환경, 관광안전 통합기능, 글로벌 관광디지털 등의 내용들이 연관될 수 있다(Evrim et al., 2020). 

Fig. 2. The strategy and tasks of Busan international tourism city 

Fig. 1. Trends of foreign tourists and domestic tourists by year(Busan Tourism Promotion Divisi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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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관광 안내 정보 분석

부산시는 매년 국내외 관광객 통계, 주요 방문지역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하여 관광정책 수립 

및 마케팅 활용을 위해 보고서를 공지하고 있다(Busan Tourism Promotion Division, 2020). 200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2019년비해 내국인 관광객은 약 30% 그리고 외국인은 약 78% 가 감소된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부산만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전세계가 자국의 경제상황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위드 코로나로 진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

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객 중심의 콘텐츠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Lee, 2020a; 2020b).

Table 1은 Visit Busan 웹(www.visitbusan.net)에서 제공하는 주요 항목 정보들과 각 항목들에 대한 세부 카테고리 안내 

정보를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부산을 관광하는 방문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예를들면 부산에 

가면 항목 중에서 명소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면 세부적으로 115개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있고, 추천여행 항목 중에서 도보

여행 카테고리에는 37개의 도보 여행코스에 대한 사진과 설명이 소개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산을 소개하는 다양한 내용들과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Table 1. Busan tourism information provided by Visit Busan

주요 항목 정보 주요항목 별 각 세부 카테고리 안내 정보들

부산에 가면 - 명소, 음식, 숙박, 쇼핑, 축제, 내주변

추천여행 - 테마여행, 푸디투어, 도보여행, 해양/체험

여행준비 - 여행큐레이션, 가이드북&지도, 홍보물신청, 문화관광해설사, 여행준비과정, 뉴스레터

유용한 정보 - 공지, 이벤트, 설문, 공연행사, 부산영행상품, 관광안내소, 부산여행영상, 부산여행사진, 여행공류

그러나 우리는 관광객 유치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관광객 중심의 여행 콘텐츠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들면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관광객은 물론 국내외 회의 참석과 모임 등으로 방문하는 개인이나 단체들도 많이 있다. 어떤 관

광객들은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여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방문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방문객들은 자세

한 관광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부산에 도착하여 자신의 위치에서 방문할 곳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방문객들을 위

해서는 현재 자신이 위치한 곳에서 방문할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웹과 모바일 관광 정보 서비스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Lee, 2020b). 

기존 관광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현황

이제는 QR코드가 새로운 기술이 아니지만, 아직도 관광 콘텐츠 개발에 QR코드를 활용한 콘텐츠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다. 2012년도 강원발전연구원(Yoo, 2012)에서는 QR코드를 활용한 길의 스마트화라는 주제로 QR코드를 사용하여 방문객

들에게 길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QR코드는 다양한 정

보들을 생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관광 콘텐츠 개발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Son, 2020; https://www. 

knps.or.kr/portal/dulegil/haebyeongil/index.do.).

Fig. 3은 과거와 최근에 QR코드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정보 생성을 나타내고 있다. 오래전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태안 해변

길 및 탐방로 표지판에 QR코드를 부착하여 탐방객 위치 기반의 탐방 코스와 주요 경관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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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Lee, 2020). 최근에는 한강사업본부에서 21개의 한강공원 명소들에 대해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강 여행코스, 지도 

및 안내책자, 영상 등 미디어자료와 연계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Lee, 2020b), 완도군에서

도 QR코드를 활용한 완도군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Park, 2020). 그러나 관광 장소

의 특정 위치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은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는 주요 지점별로 표지판을 설치하는 문

제점과 QR코드의 훼손 등 장기간 활용하는데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Fig. 3. An example of providing content information based on the location of a tourist using a QR code

관광객 중심의 관광 콘텐츠 정보 생성 방안 

관광객 중심의 관광 시스템 구성 방안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관광객 맞춤형 정보를 생성하는 방안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따라서 관광객들은 웹 환경에서 부산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관광객의 위치기반 정보 제공 방안에 초점을 둔 설계 방안

을 제시한다(Kim et al., 2020). Fig. 4는 관광객 중심의 관광 콘텐츠 생성과 모바일 기반의 관광 정보 서비스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정보 생성을 위한 정보들은 Table 2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웹 환경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

츠들을 생성하는 것은 물론 휴대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들이 포함된다(Yoo, 2012). 

Fig. 4. Configuration of tourist-oriented content cre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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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위치기반 QR코드 콘텐츠 생성 방안

QR코드 기반의 기존 서비스들은 태안 해안길 표시판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과 한강 공원 명소들을 

QR코드를 이용하여 방문객들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방법들이 최근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도 기존의 QR코드를 이용한 정보 제공은 물론 모바일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광객 중심의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Fig. 5는 Fig. 4의 시스템 구성도에 따라 Table 2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기대 해파랑길에서 관광객이 도보로 여행할 

경우 현재 위치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기 위한 구성도를 나타낸 것이다. 콘텐츠 구성을 위한 전체적인 내용은 Table 2

의 세부 서비스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된다(Son, 2020).

Fig. 5. The web service construction for tourism content

 

본 연구에서는 Fig. 5의 시스템 구성에서 Fig. 6과 같이 현재 관광객이 위치한 장소에서 본 시스템에서 제시한 이기대 해파

랑길 지도 위에 부착된 QR코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왼쪽부터 차례로 진행하게 되면 그 위치에서 제공하는 정

보들을 캡처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도기반의 QR코드 구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관광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

다. 이는 이기대 해파랑길을 대상으로 할 경우 중요 지점의 여러 곳에 QR코드를 부착하고, 관광객은 해파랑길을 걸으면서 본

Table 2. Tourist-oriented content composition plan

관광객 중심 서비스 관광객 맞춤형 정보 생성 방안 및 서비스 제공 방안

부산남부 관광명소 - 이기대 해파랑길, 광안리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 황령산 등

관광객 위치 기반 - GIS 및 GPS 정보, QR 정보, 모바일 환경

QR/AR 정보
- GIS 기반 모바일 환경 QR코드 생성, QR코드 기반 관광 위치별 AR 서비스 모듈 생성, 관광객 

참여 사진, 동영상 정보 생성 공유 등

부산행사일정 - 부산 관광명소별 행사 일정 소개, 과거 5행사 내용 검색 등 서비스 

일정별 관광코스
- 관광객의 일정별, 시간별 방문 장소 소개, 도보 여행 시간 정보, GPS기반 현재 위치에서의 소

요시간 정보

관광객 참여
- 부산 방문 관광객의 정보 생성 기능 및 정보 공유 방안 제공, 관광정보 공유를 위한 검증 시스

템 방안, 다국어 관광 정보 공유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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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위치한 가장 가까운 곳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자신의 주변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 제안 방

법은 기존의 특정 위치에서 QR코드를 설치할 경우 방문객이 QR코드가 설치된 장소까지 이동해야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

지만, 본 연구의 제안 시스템은 웹 서비스와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자신이 위치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의 QR코드를 스

캔하여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 6. Mobile map-based QR code configuration and visit location search

최근에는 지도와 네비게이션 정보서비스가 매우 잘 제공되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 본인이 가고 싶은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은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도보 여행이나 산책정도의 트래킹을 할 경우, 대부분 특정 

장소에 도착하면 지도 팻말 정보는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객들은 지도에 나타난 거리 정보와 중간에 어떤 지점들이 있

는지 정보를 보고, 이동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 위치에서 돌아올 것인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며, 목적지에 도달하면 다음 교

통편 또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현재 위치의 지도에서는 많은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본 제안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사용할 경우, 다양한 위치에서 각 QR

코드별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게 되면, 자신의 환경과 시간을 고려하여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최신 관광 트랜드를 고려한 관광객 맞춤형 콘텐츠 생성 방안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QR 코드를 최대한 활용한 콘텐츠 생성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Table 2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관광

객 맞춤형 콘텐츠 구성에서 최신 기술과 관광객 맞춤형 정보를 생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는 부산의 위치를 잘 모르거

나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현재 관광객이 위치한 곳에서 가깝게 갈 수 있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Table 3은 벡스코에서 다양한 행상들이 매년 개최되기 때문에 벡스코에서 주변에 갈 수 있는 정보를 본 시스

템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예시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 나타낸 이동 시간은 남녀노소, 연령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

태에서 시간을 제시한 것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검증과 보다 정확한 정보는 추후 본 시스템 구성에서 추가로 고

려되어야 할 요인들이다. 본 제안 시스템은 이러한 정보들이 QR코드 기반으로 다양한 위치에서 목적지별 이동 정보를 생성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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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많은 지자체들이 스마트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서 AR/VR을 이용한 관광 콘텐츠 발굴과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XR/메타버스를 이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XR/메타버스 기능을 이용한 관광 콘텐츠 생성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R코드 기반의 AR콘텐츠 생성 및 

제공 방안을 제시한다. Fig. 7은 QR코드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AR 영상을 구성하는 방

안이다. 이는 다양한 지도 위에 QR코드가 부착될 경우, 위치에 따라 보일 수 있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AR영상 정보도 다

르게 구성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물론 AR 영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고화질의 동영상 등 필요한 정보들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R코드 기반의 다양한 사진, 동영상, AR 영상 등 관광 콘텐츠 생성과 

발굴을 위해서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시스템 구성에 제안하는 것이다.

Table 3. Example of tourist information information around BEXCO (Unit: minutes)

출발지 목적지
 이동 시간

(구글 정보) 

목적지 도착 후 추가 방문 정보

(도보 예시)

벡스코

이기대 섭자리(동생말) 50

- 어울마당(30분)

- 오륙도 해파랑길 전체 (150분)

- 장자산 트래킹(40분)

- 백련사 트래킹(20분) 등

황령산 봉수대 50 부경대역(120분)

달맞이 문텐로드 40 송정해수욕장(60분)

해운대 해수욕장 35 미포 유람선(50분)

광안리 해수욕장 25 이기대 섭자리(50분)

Fig. 7. Example of content creation in Haeundae area using QR and AR images

이 외에도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현재 위치에서 일일 시간별 여유 시간을 고려한 관광 장소 정보 제공은 물론 몇일간 

머무를 경우, 일정별 관광 장소별 방문 시간과 각 방문 장소에서 본 제안 시스템의 QR코드 정보를 활용하면 출발하기 전에 

시간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밀한 관광객 맞춤형 정보를 생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외국인을 위해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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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콘텐츠 단위로 다양한 언어별로 설명하는 것도 고려될 것이며, 사용자 로그인 정보를 이용하여 관광객 맞춤형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 제공 시스템도 향후 연구하고자 한다. 

기존 관광 플랫폼과 제안 플랫폼의 비교 분석

본 연구는 기존의 관광 정보 콘텐츠들 구성이 관광객 중심이 아닌 대부분은 해당 도시의 역사적인 내용과 아름다운 명소를 

사진과 함께 소개하거나 특정 위치별 QR코드를 활용하여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는 기존 관광 플랫폼에서 관광

객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제안은 GPS 정보와 GIS 기반의 QR코드를 활용하여 관광객

의 현재 위치 기반 관광객 맞춤형 정보를 생성하고 제공하는 시스템 구성을 설명하였다.

Table 4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앞에서 대부분 설명을 한 내용들로 기존 관광 플랫폼과 본 제안 관광 플랫폼의 특성을 비교

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의 큰 차이점은 모바일 환경에서 스마트 폰으로 제공하는 GIS 맵 위에 특정 위치에 QR코드

를 생성하여 관광객이 위치한 장소에서 가장 근접한 장소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

존의 방법들이 QR코드가 고정된 위치에 부착되어 있어, 관광객의 현재 위치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단점을 보완

하고, 다양한 위치에서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생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able 4. Comparison of information provision of existing and proposed platforms

관광객 맞춤형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방안

주요 제공 정보 기존 관광 플랫폼 제안 플랫폼 정보 제공 방안

홈페이지 및 모바일 대부분 플랫폼은 제공 기존 플랫폼과 동일하게 제공

위치별 맞춤형 정보 생성 부분적으로 제공 플랫폼 기반 위치별 정보제공

QR코드 기반 정보제공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 제안 플랫폼도 동일하게 제공

GIS기반 QR코드 정보 제공하지 않은 제안 플랫폼 제공

QR코드기반 AR정보 현재 지자체들 준비중 제안 플랫폼 AR콘텐츠 생성중

관광객 참여 정보 생성 대부분 단방향 서비스 제공 관광객 참여 서비스 제공

관광객 맞춤형 정보 생성 부분적으로 제공 플랫폼 기반 위치별 방문정보제공

다국어지원 부분 지원 다국어 및 외국인 정보 생성 참여

결 론 

최근 코로나 19가 완화되면서 국내외 여행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광객들에

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과 서비스 내용 발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지역의 관

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산 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객 중심의 관광 콘텐츠 발굴과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성 방안

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제안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관광객의 현재 위치 기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 구성

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안된 시스템 구성은 다양한 지도기반의 QR코드를 관광 장소별 특정 위치에 부착하고, 관광객이 이동

하면서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QR코드를 스캔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보들에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현재 위치에서 이동하는데 필요한 시간 정보, 현재 위치에서 다음 목적지까지 이동 거리는 물론 다음 목적



72 KOSDI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Vol. 18, No. 1, March 2022

지에서 필요한 정보와 다른 목적지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정보 등 현재 위치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의 빠른 결정을 서비

스하고 있다. 그리고 QR코드 기반의 AR 정보를 생성하여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위치 기반 사진, 동영상, 

AR 영상 등을 제공하는 관광 콘텐츠 구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관광객 중심의 관광 콘텐츠 생성 방안은 시스템 구성을 위한 전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실제 다

양한 관광 명소별 QR코드와 GPS와 GIS기반 관광객 맞춤형 위치기반 정보 생성 그리고 이동거리와 AR영상 정보 등을 생성

하는 콘텐츠 생성 과정은 많은 노력과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제안 시스템은 관광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는 관점에서 국내의 지자체는 물론 국외 관광 정보 시스템에도 적용가능한 시스템 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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