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문화데이터, 가치를 잇다.
“이제 대한민국은 인터넷을 가장 잘 다루는 나라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에서 데이터강국을 천명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수많은 데이터에 노출되어 살고
있으며 나에게 필요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최근
정부는 우리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다고 보고 국가 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함과 동시에 데이터규제혁신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화는 새로운 자원이고, 동력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의 기술과 문화자원의
융합은 문화산업 생태계를 견고하게 하는 촉매제의 역할로서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산하 기관 및 타 정부기관, 부처를 대상으로 수집 된 문화
분야의 공공데이터(이하 문화데이터) 약 7,450만 건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결합하여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였고,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증대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문화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성장하고, 진화하는 문화정보 생태계 조성’하고자
합니다. 문화 분야의 빅데이터 공유와 확산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데이터가 이끄는 창의적인 세상은 열정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다양한 민간 기업을 비롯한
창업예비자 분들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본 사례집이 문화 분야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서 좋은
가이드가 되길 바라며, 수록된 기업들과 협업하여 데이터에 가치를 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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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 기획의도

사례수집 방법
문화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과 국민들의 문화데이터에 대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제작된 이번
사례집은 문화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의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문화데이터 활용사례와
공공데이터포털, 앱스토어 등에 개방된 어플리케이션의 자료들을 토대로 활용사례를 조사
하였습니다. 또한 사례집의 질적 향상과 양적인 풍부화를 위하여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및 문화데이터 활용기업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선정된 활용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례집 활용
문화데이터 활용 사례집은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일부 기업의 활용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활용 예정인 예비창업자 또는 스타트업의 가이드가 되어주고, 문화데이터를
보유한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정보개방 및 이용자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문화데이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빠르게 생산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확산, 스마트기기의 보급 등 모바일 서비스 환경의 발달로 문화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이 우리의 문화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데이터 활용 사례집을 통해
문화정보화의 발전방향과 활용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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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데이터 개방현황
1) 문화데이터 연계 및 관리운영
2) 문화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3) 연계현황

2. 문화데이터 활용현황
1) 문화데이터 활용현황
(1)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경험 및 분야
(2) 문화데이터 활용 목적
(3) 문화데이터 접촉 경로
(4) 문화데이터 활용 분야
2) 문화데이터에 대한 활용 경험자의 평가
(1) 문화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 문화데이터 활용 측면의 평가
(3) 문화데이터 가치/성과 측면의 평가
3) 향후 문화데이터에 활용에 대한 전망
(1) 향후 활용 의향 및 필요도
(2) 향후 문화데이터 필요 분야
(3) 향후 문화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3. 시사점
1) 문화데이터 활용도 및 만족도 향상!
2) 관광, 문화예술 관련 데이터의 지속적 활용 수요 증가 전망!
3) 문화데이터의 다양성과 활용성에 대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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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문화데이터 개방 및 활용현황

1. 문화데이터 개방현황

1) 문화데이터 연계 및 관리운영
문화데이터란?
“문화데이터”라는 용어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타 부처,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산, 예술,
체육, 관광, 한글, 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문화데이터 개방 추진배경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른 안정적 기반 마련으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 및 혁신적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화데이터 개방 추진방향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목표로 체감 및 파급효과가 높은 문화데이터를 개방합니다.
문화데이터의 접근과 입수, 활용이 쉽도록 원스톱 온라인 창구를 통해 개방합니다.
문화데이터의 민간활용을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민간의 요구사항을 반영합니다.
문화데이터 개방 추진 개념도

국가
기관

지자체

공공
기관

부가가치
창출

문화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문화데이터
연계를 통한
체계적 수집관리

문화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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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향상

문화향유
기회 확대

대국민 서비스

문화데이터 생산

문화데이터 품질 제고

2) 문화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문화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산하기관(타부처, 지자체 포함)이
보유·생성하는 문화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합니다.
문화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문화분야 대표 포털인 문화포털
(www.culure.go.kr)과 문화정보 개방 플랫폼인 문화데이터광장(www.culture.go.kr/
data)을 통해 서비스별, 유형별, 기관별 통합 검색 서비스와 활용이 가능한 OPEN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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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문화데이터 개방 및 활용현황

3) 연계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산하 기관 67개 기관, 타 부처 및 지자체 73개 기관(총 140개)의
연계를 통해 약 7,400만 건 메타데이터 연계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연도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속
문체부소속
문체부소속
문체부소속
문체부/타부처/지자체
문체부/타부처/지자체
문체부/타부처/지자체
문체부/타부처/지자체

기관수(누적)
30개 기관
67개 기관
74개 기관
135개 기관
137개 기관
136개 기관
138개 기관

수집건수(누적)
657,469
4,726,167
11,745,575
65,819,264
67,692,993
70,866,877
73,585,765

2018년

문체부/타부처/지자체

140개 기관

74,536,901
(2018년 10월 기준)

[유형별]
분야
텍스트

기관수
135

연계서비스수
906

연계건수
72,733,266

이미지

16

39

1,253,150

동영상
사운드
합계

13
2
166

21
2
968

528,770
21,715
74,536,901

[분야별]
분야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도서관
여건조성
홍보지원
타부처/지자체

기관수
13
22
13
1
6
4
6
2
73

연계서비스수
191
106
173
13
67
50
117
16
235

OPENAPI수
73
41
41
12
36
32
13
2
85

연계건수
571,699
902,205
3,324,155
797,767
2,627,740
31,382,116
32,895,823
73,669
1,961,727

합계

140

968

335

74,53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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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2018년 선행사업 연계실적]
140개 기관 연계 / 74,536,901건 수집

2011년
공공문화정보 관리 운영 및 서비스 사업 (1단계)
문체부 소속
30개 기관

657,469 건

2012년
공공문화정보 관리 운영 및 서비스 사업 (2단계)
문체부 소속
30개 기관

4,726,167 건

2013년
통합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플랫폼 기반 문화포털 구축 사업
문체부 소속
67개 기관

11,745,575 건

2014년
맞춤형 공공문화정보 제공체계 구축 용역 사업
공공문화정보 관리운영 체계 고도화 및 이용활성화
문체부 소속/타부처/
지자체 135개 기관

65,819,264 건

2015년
문체부 소속/
타부처/지자체
137개 기관

문화데이터 개방 체계 확대·운영
67,692,993 건

2016년
문체부 소속/
타부처/지자체
136개 기관

맞춤형 문화데이터 개방 및 국민공유 활성화
68,843,379 건

2017년
문체부 소속/
타부처/지자체
138개 기관

문화데이터 개방 및 활용체계 고도화
73,585,765 건

2018년
문체부 소속/
타부처/지자체
140개 기관

문화데이터 개방 및 활용체계 고도화 사업
74,536,90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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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데이터 활용현황

1) 문화데이터 활용현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해 실제 문화데이터를
서비스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 및 단체, 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개인(이하 기업으로 통일)등
242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문화데이터 활용현황 및 만족도 그리고 향후
문화데이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문화데이터 활용(수요)자 관점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문화데이터 공급이 보다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여부 (N=242, 단위:%)

둘다 있음
8.7

둘다 없음
41.3

서비스
개발 여부
개발 예정만
있음, 47.9

개발 완료만
있음, 2.1

(1)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 개발 예정자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 242명 가운데 142명은 문화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한 경험이 있거나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100명은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은 가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문화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였거나 개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 활용자로 조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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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완료 및 개발 예정 서비스 분야
실제로 문화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개발 예정인 대상자 141명을 대상으로
개발된 혹은 개발 예정인 분야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분야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관광 분야가 23.1%로 개발되었거나 개발 예정인 분야로 조사 되었습니다. 뒤를
이어서는 문화유산과 문화산업이 약 15% 정도의 비율로 조사 되었습니다.

문화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 예정인 서비스 분야 (N=141, 단위:%)
30
26.1
25

23.2

20
15.5

15.5

15
9.2

10

8.5

2.8

5

1.4

0
문화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체육

관광

도서

정책/정보

기타

(3) 문화데이터 활용 목적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문화데이터를 활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65.7%의 문화데이터 경험자가 사업모델 개발 등 창업 활동이 문화데이터를
활용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문화데이터 주요 활용 목적 (N=242, 단위:%)
80

65.7

60
40
20

6.2

10.3

16.5
1.2

0
사업모델 개발 등
창업활동

기업의 경영, 기획 등 논문, 보고서 작성 등
업무 활용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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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편의 도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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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데이터의 접촉 경로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자들은 다양한 문화데이터 접촉 경로 가운데 공공데이터포털
34.7%와 개방형 통합데이터포털 33.9%, 이와 같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문화데이터를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문화데이터를 접촉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2%로 나타났습니다.

문화데이터 주요 활용 목적 (N=242, 단위:%)
40
34.7

30

33.9
25.2

20
10
2.9

3.3

주제별 아카이브
사이트

기타

0
공공데이터포털

개방형
통합데이터포털

기관별 홈페이지

(5) 활용한 문화데이터의 분야
문화데이터 활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문화데이터 활용 분야를 살펴보면 관광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분야가 50.4%로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어 나타났습니다. 또한 관광 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산업, 문화예술 정보
및 도서/도서관, 문화유산, 박물관, 미술/디자인/공예 분야 등 12개의 다양한 문화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2017년보다 그 활용 분야의 수가 한층 다양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화데이터 활용 분야(대분류) (N=242, 단위:%, 복수응답)
52.1

50.4
40.1
28.9

관광

문화예술 문화예술
산업
관련정보

도서/
도서관

25.6

문화유산
/역사

24.8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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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미술/
디자인/
공예

16.5

체육

12.4

10.3

9.5

7.0

한국어

정보화
여건

홍보지원

게임

2) 문화데이터에 대한 활용 경험자의 평가

(1) 문화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문화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1.2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7년 만족도인
61.9점보다 20점 가까이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화데이터의 전반적 만족도 변화 (2017년vs2018년), (N=142, 단위:%)

81.2
61.9

2017

2018

(2) 문화데이터 활용 측면의 평가
문화데이터 활용 후 각 세부적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문화데이터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용만족도
측면에서는 문화데이터의 신뢰성 부분이 78.4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적
측면에서는 문화데이터의 홍보 부분이 76점, 활용성과 측면에서는 잠재적 활용 가치 부분이
77.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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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데이터 활용 측면의 평가 (N=242, 단위 :점 (100점 만점))
[정책] 측면

[이용만족도] 측면

교육

72.7

활용기업지원 정책

72.6

75.2

다양성
편리성

74.9

최신성

74.0

접근성

74.2

76.0

홍보

78.4

신뢰성

74.0

저작권 해결방식

76.0

유용성

73.4

표준화

76.5

개방성

[활용성과] 측면
70.4

활용효과

77.8

잠재적 활용가치

(3) 문화데이터 가치/성과 측면의 평가
문화데이터의 가치는 신규비즈니스 창출효과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83.5점을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시장의 확장성과 매출증대 효과 부분이 각각 82.5점과 81.6점으로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문화데이터 가치/성과 측면의 평가 (N=242, 단위 :점 (100점 만점)
90

83.5
81.6

82.5

79.9
80

78.1

70
매출중대효과

고용창출효과

신규비즈니스
창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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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확장성

데이터의 지불 가치

(4)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후, 전년 대비 기업 변화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후 매출 변화를 살펴보면, 문화데이터 활용 부문의 종사자
수는 2.1명에서 2.7명으로 변화되어 크게 증가되지 않았으나, 문화데이터 활용부문 평균
매출액은 2016년 약 3천 5백만 원에서 21017년 9천 8백만 원으로 약 2.8배 상승하여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화데이터 활용부문 투자유치 성과 관련 금액도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유치 횟수 및 금액을 조사한 결과
투자 유치의 횟수는 2017년 대비 상승하지 않았으나 문화데이터 활용부문 투자유치 금액적
측면에서는 1천만 원 미만의 수준에서 1억 1천만 원 이상으로 매우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가. 매출 증대 효과 측면]
(N=27 (문화데이터 활용 경험자/ 창업 예비자 및 응답 거부자 제외)
매출 증대 효과

2017년 평균(백만원)

2018년 (추정)평균(백만원)

전체 매출액

68.31

103.06

문화데이터 활용부문 매출액

35.52

98.46

[나. 고용 창출 효과 측면]
(N=32 (문화데이터 활용 경험자/ 창업 예비자 및 응답 거부자 제외)
고용창출 효과

2017년 평균(명)

2018년 현재 평균(명)

전체 인력

3.03

3.73

문화데이터 활용부문 종사자
(겸업 포함)

2.12

2.76

[다. 투자 유치 효과 측면]
(N=17 (문화데이터 활용 경험자/ 창업 예비자 및 응답 거부자 제외)
고용창출 효과

2017년 평균(백만원)

2018년 현재 평균(백만원)

전체 투자 유치

40.09

117.0

문화데이터 활용부문 투자유치

9.7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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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자 유치 횟수 및 금액]
2017년

(N=17 (문화데이터 활용 경험자/ 창업 예비자 및 응답 거부자 제외, 단위: 백만원)
투자 유치 효과

투자 유치 횟수 평균 (회)

투자유치 금액 (백만원)

전체 투자 유치

1.1

35.83

문화데이터 활용부문 투자유치

1.02

9.52

2018년

(N=17 (문화데이터 활용 경험자/ 창업 예비자 및 응답 거부자 제외, 단위: 백만원)
투자 유치 효과

투자 유치 횟수 평균 (회)

투자유치 금액 (백만원)

전체 투자 유치

1.48

112.51

문화데이터 활용부문 투자유치

1.22

121.94

3) 향후 문화데이터에 활용에 대한 전망

(1) 향후 활용 의향 및 필요도
전체 응답기업에게 향후 문화데이터의 활용 의사 및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75.6%는 향후에도 문화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79.5%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향후 문화데이터에 대한 필요 및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화데이터 가치/성과 측면의 평가 (N=242, 단위 :점 (100점 만점)

무(無), 20.5

무(無), 24.4
향후
활용 의사

향후
필요도

유(有), 75.6

유(有),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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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문화데이터 필요 분야
향후 문화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어떤 분야의 데이터가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관광 분야의 데이터가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산업 정보와 문화예술 관련
정보가 각각 49.1%와 43.5%의 순으로 향후 필요한 분야로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문화데이터의 향후 예상 활용 분야 (N=230, 단위:%, 복수 응답)

54.3

관광

매우 필요함

33.9

49.1

문화예술 산업 정보

43.5

문화예술 관련 정보

필요함

약간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28.7

도서/도서관

약간 필요함
보통

29.1

박물관

문화유선/역사

34.3

26.5

미술/디자인/공예
체육
홍보 사원

15.7

한국어

11.2
2.9

19.1
15.7
13.5
12.6

정보화 여건

11.3

게임

10.9

향후 필요도

(3) 향후 문화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향후 문화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의 확보에 대한 요구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데이터의 품질 확보가 26.9%로 그 다음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항목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 가이드 부족과 데이터 개방플랫폼의 부족 또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응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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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데이터의 향후 예상 활용 분야 (N=230, 단위:%, 복수 응답)
33.1

다양한 데이터 확보
26.9

데이터 품질 확보

25.6

데이터 활용 가이드 부족
22.3

데이터 개방플랫폼에 대한 인지 부족

20.7

소비자의 데이터 활용 전문지식 부족
데이터 간의 호환성 결여

19.4

데이터 저작권 확보/관리 미흡

17.8
14.9

공공데이터 활용의 비즈니스 모델 부족
1.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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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문화데이터 활용도 및 만족도 향상!
문화데이터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문화데이터 활용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58.7%로
문화데이터 활용자의 과반수 이상이 사업 및 창업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문화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화데이터 활용 후 전반적인 만족도는 80점 이상으로 2017년 61점에서 20점 가까이
향상 되었으며, 그 원인은 문화데이터의 이용만족도 및 정책, 그리고 활용성과 측면의 여러 가지
항목에서 70점 대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활용 경험자의 기대치를 만족시켰기 때문이며,
특히 문화데이터의 신뢰성 측면과 홍보의 측면, 그리고 문화데이터의 잠재적 활용 가치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 문화예술 관련 데이터의 지속적 활용 수요 증가 전망!
현재 문화데이터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의 75%가 향후에도 문화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80% 가까운 응답자들이 문화데이터의 필요 의사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문화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문화데이터 가운데 현재는 관광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의 활용도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문화예술 관련 정보 및 산업 부분에서의 데이터 활용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관광 분야와 문화예술 산업 정보와 문화예술 관련 정보에 대한
필요의사가 높게 조사 되어 향후 이 분야의 문화데이터 활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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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데이터의 다양성과 활용성에 대한 개선 필요!
문화데이터 활용자들의 문화데이터에 대한 만족도 및 활용 빈도는 증가하였으나 향후
문화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문화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하며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검증 및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문화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이 사업모델 개발 등 창업 활동에 주요한 활용 목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기업의 경영, 기획 등 업무 활용 측면과 논문이나 보고서 작성 등 연구
활동 등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활용 목적에 대한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폭넓은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데이터 활용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에 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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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STECH] 차세대 모션기반 위치검색 플랫폼 서비스, SPACE DETECT
[T-SIDE] 유니크한 태권도 캐릭터 ‘태권액션피규어 블루’
[나쁜기억지우개 주식회사] 청소년 고민 나눔 앱 ‘나쁜기억지우개’
[나인에이엠] 아티스트·크리에이터를 위한 크라우드펀딩&티켓팅 플랫폼, 크라우드티켓
[달항]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 도자기 물병 ‘달항’
[브이에스커뮤니티] 문학콘텐츠 유통 플랫폼, ‘콘텐츠쉘빙’
[사운드플렉스스튜디오]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소통 플랫폼 ‘사운드플렉스’
[원스텝트래블] 고령인구를 위한 국내 여행 콘텐츠 제공 플랫폼 ‘이지트래블’
[주식회사 모자이크] 온라인으로 즐기는 세계 인문정보 그림지도, 에이치맵(HMAP)
[카이로스] 유적지 및 박물관의 효과적인 증강현실 가이드, Visual Guide
[크리에이트립] 로컬 여행코스 플랫폼, 크리에이트립
[타임블럭스] 종이 다이어리처럼 편한 일정관리, 타임블럭스
[테이콘커뮤니케이션즈] 대한민국 문화유산을 배우고 지키는 한국형 보드게임,
코리아마블 유네스코편
[플라이북]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을 만나보세요! 책과 더 가까워지는 곳, 플라이북(Flybook)
[하비박스] 당신의 취미를 찾아드립니다, 하비박스
[홍카] 아직도 우동만 먹을래？ 휴게소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휴플
[히든트랙] 관심분야 일정 알려주는 캘린더앱 ‘린더(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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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모션기반 위치검색
플랫폼 서비스, SPACE DE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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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데이터 감지기’ 개발의 시작
후천성 시각장애로 인해 시력이 점점 나빠지며 현재 시각장애 1급을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눈앞의 사물도 형체만 뿌옇게 보일 뿐 정확히 어떤 사물인지, 어떤 건물인지에 대해 알기
힘들며, 집에 갈 때는 버스의 번호를 알기 위해 지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번호를 확인하고 타곤
합니다. 시력을 모두 잃은 전맹인의 경우에는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내렸지만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한참을 헤매다 들어갈 때가 많다고 합니다.
눈이 보이는 비장애인에게는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이 이들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미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사용하는 스마트폰이지만 아무리 쉬운 인터페이스라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정보의 접근뿐 아니라 문화데이터의 접근 역시 이들에게는
큰 어려움일 것이라 생각하여 보다 쉽고 편한 정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쉬운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로 문제점을 해결하다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의 앱들은 각각 기능의 사용을 위해 학습을 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각각의
앱서비스 마다 접근하는 형태나 정보의 제공하는 형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Space Detect는 이러한 불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쉬운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광지에 대한 초기 정보 접근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관광지의 건축물을
보고 이게 어떤 관광건축물인지 이름을 아는 것부터가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의 건물이나
대상의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 즉 눈앞의 대상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다면 정보의 접근이 훨씬
빨라지고 활용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 감소하는 한국 여행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해가 갈수록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이 꼽는 한국 여행의 불편함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지도와 표지판, 길안내”의 문제입니다. 현재 여행객의 분포를 보면
70% 이상이 지도와 표지판으로 직접 길을 찾는 자유여행객입니다. Space Detect를 통해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간단하고 편리하게 길 안내를 받고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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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정보 접근법을 고안해 내다
서비스를 제작하면서 기술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개념과 방법을 새로 정립하여야 했습니다.
사용자의 경험과 니즈 파악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 접근 방법을 정리하는 것에 무엇보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문화정보를 습득함에 있어서 “키워드”라는 것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반면 키워드를 모르면 정보 습득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요즘은 “이미지”를 이용한 딥러닝 방식의 검색방법이 있지만 정확성이 매우 떨어져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기기를 통한 정보검색이 활발하나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은 정보 소외계층의
사람들은 스마트기기 사용 또한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
접근법을 고안해내야 했습니다.
단순한 접근으로 사용자의 위치와 방향정보를 통해 대상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을까 하는 가설로
접근하였고 현재는 사용자의 위치, 방향으로 대상의 정보를 인지하는 GCD Algorithm을
개발하였습니다. 풍부한 문화데이터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받은 결과입니다.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인터페이스 설계에 초점
가장 주력을 두고 개발한 서비스의 핵심 기능으로는 대상검색모드와 주변검색모드가 있습니다.
대상검색모드(Detect Mode)는 스마트폰으로 눈앞의 대상을 가리키고 서비스상의 버튼을
터치하게 되면 해당 건물을 인지하여 상세정보를 출력하게 됩니다. 주변겸색모드(Radar Mode)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설정한 반경 내의 관광지 위치를 어플리케이션 화면상에 Pin의 형태로
표시하여 시각적,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Pin을 클릭할 경우 해당 관광지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출력됩니다. 앞으로 무장애 문화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시작으로 향후 무장애 공간
정보시스템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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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SPACE DETECT

서비스 유형

모바일 앱 플랫폼 서비스

서비스 내용	위치기반 검색 플랫폼으로써 키워드 없이도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정보의 사회적 약자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 데이터 감지기
개발사

LBStech

홈페이지

http://lbstech.net

활용데이터	Tour API 3.0, 인근 관광 명소, 여행지도정보서비스, 전국 박물관 유물정보, 국내
관광정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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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한 태권도 캐릭터
‘태권액션피규어 블루’

029

쉬운 관광정보 제공 서비스로 문제점을 해결하다
어릴 때부터 태권도와 그림을 좋아해서 태권도만화를 그리고자 꿈을 정했고, 태권도를 꾸준히
배워 사범 생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태권도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를 소재로 한 캐릭터 콘텐츠가 꾸준히 대중들과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중들은 태권도의 극히 일부분만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선입견이 형성되어 한국의 경우에는
‘태권도=유아체육’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본, 중국은 ‘닌자, 사무라이, 삼국지, 서유기, 쿵푸’ 등 자국 무술문화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수년
동안 제작되어 대중들과 소통함으로써 국가브랜드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태권도도 이에 못지않게 남녀노소 누구나 수련할 수 있는 우수한 무술문화입니다. T-SIDE는
태권도의 ‘T’와 편·면·방향을 뜻하는 ‘SIDE’의 합성어로, 쉽게 말해 ‘태권도 편’을 뜻합니다.
태권도를 소재로 태권도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만든 브랜드명입니다. T-SIDE를 통해
장기적으로 태권도 캐릭터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중들과 소통하고 나아가 국가문화경쟁력을 끌어
올리는데 기여 하고자 ‘태권액션피규어 블루’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녹록지 않았던 ‘태권도 콘텐츠’로 향하는 길
안정적인 사범 생활을 하다가 준비 없이 꿈을 향해 나오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그림을 연습하며 혼자 준비하다 보니 캐릭터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식, 경험이 적어
작품의 기획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실력도 부족했고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도 컸습니다. 특히
창작 프로그램, 콘텐츠 기획, 캐릭터 관련 사업 등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허용되는 한
만화영상진흥원, 각종 콘텐츠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부하고
역량을 쌓았습니다. 벤치마킹과 분석, 태권도만의 고유성, 차별화 부분을 캐치해 기획하니
자신감이 커졌고, 이 과정에서 ‘기획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꾸준히
하다 보니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니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고, 태권도 캐릭터 콘텐츠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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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태권도 콘텐츠’ 제작을 위해
세상에 나와보니 태권도 사범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 자신이 무술, 태권도에 대해 정말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스포츠·생활체육으로서 알려진 태권도를 ‘무술의 관점’에서 잘
알아야 차별화된 태권도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ITF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노력한 끝에
1년 8개월이 지나 검은띠 1단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제작하게 될 태권도 콘텐츠에는
‘생활체육, 스포츠, 무도’ 분야 등을 모두 적용하여 풍성한 아이디어로 기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의 꿈이든 회사든 우선 본인의 우직한 목표와 실력,
세상의 도움, 배려, 감사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데이터로서의 태권도
제작자 본인이 태권도수련자, 지도자이고 작품의 소재 역시 태권도이기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태권도는 한국에서 시작되어 세계적으로 수련되는 무도, 스포츠 종목이며
수련프로그램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체계화된 수련프로그램이 있기에 태권도 콘텐츠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태권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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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더욱 몰입해서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태권도를 모르는 분들은 체계화된 내용을 작품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제작자 본인이 태권도를 수련한 사람이고 태권도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기업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태권도 동작의 표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습니다. 콘텐츠는 대중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쌓입니다. 향후 매력적인 캐릭터와 이야기, 소장하고
싶은 굿즈 상품의 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권액션피규어 블루’를 본격적으로 제작해 대중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T-SIDE를 정식
사업화하여 ‘태권도하면 블루, 블루하면 태권도’, ‘T-SIDE 하면 태권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움직이는 회사’ 이렇게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태권도를 더욱 열심히
수련하고 콘텐츠를 공부해 역량을 쌓고자 합니다.

서비스명

태권액션피규어 블루

서비스 유형

웹(웹툰), 제품(굿즈)

서비스 내용	태권도의 영혼이 담긴 액션피규어 블루와 인간친구 천지형이 펼치는 무도판타지
작품으로 액션피규어와 인간친구가 모험을 통해 태권도의 매력을 선보이며 기존에
보이지 못한 태권도 세계관을 구축하는 내용
개발사

T-SIDE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tside100

활용데이터

태권도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태권도 관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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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민 나눔 앱
‘나쁜기억지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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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 나눌 때 지워진다, 청소년 고민 나눔 앱
청소년들은 고민을 나눌 곳이 없습니다. 친구에게 털어놓자니 친구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쉽지
않고, 부모님과 대화하자니 맞벌이 가정이 많아서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죠. 이 시대 청소년들의
고민은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 나눔 앱 ‘나쁜기억지우개’를
만들었습니다. 고민은 나눌 때 지워진다고 믿습니다. 친구나 부모님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모바일 앱을 이용한 SNS
형태의 대화입니다.

유저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 개선
서비스 제작 이후 솔직히 매 순간이 위기와 어려움입니다. 그중에서도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위기는, 야심만만하게 업데이트 후 유저들의 대량 이탈을 겪었을 때입니다. 나쁜기억지우개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서비스를 잘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쿨한 UI로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게시판 형태의 1차원적인 레이아웃을, 상하좌우로
확장 가능한 2차원적인 레이아웃으로 개선했습니다. 동시에 앱 이용 형태도 변경했습니다.
익명 서비스이다 보니 악성 유저의 관리가 힘들어, 회원가입을 의무화했죠. 문제는 두 가지
변화 모두 기존의 서비스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유저들의 우리 팀끼리의 상상으로 사용성을
급격하게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업데이트 후 유저들의 반발이 엄청났고, 30%가 넘는 유저들이
이탈했습니다.
유저들의 30% 이탈은 거의 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남아있는 유저들이 있었고, 그들의 피드백을 받아 다시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유저들이 늘어났습니다. 유저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면서 유저들의
입장을 저희 멋대로 상상했다는 게 큰 실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는 기존 사용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때, 그것이 정말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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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데이터를 접목해 다양한 고민을 나누다
‘나쁜기억지우개’는 고민 나눔 앱입니다. 고민에는 많은 종류가 있죠. 우리는 누군가 고민 글을
적었을 때 거기에 맞는 시설을 자동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살 관련 고민을
적으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인근 청소년 상담 센터를 자동으로 소개해주는 등 우리는 기술과
데이터를 접목해 다양한 고민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번에 활용한 문화데이터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정보 데이터로, 장애 관련 고민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데이터를 활용해 개발한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시설 소개 부분입니다. 사실 장애
관련 고민 자체가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수라는 이유로 외면받아서는 안되는 것이
장애인 관련 고민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쁜기억지우개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 정보를
문화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했습니다. 장애인 관련 다양한 고민 키워드를 잡고, 다양한 인근
시설물들을 소개해주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의 고민 나눔을 위해
나쁜기억지우개는 청소년들이 고민을 나누며 치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이며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처음 실행한 것이 청소년들끼리의 고민 대화입니다. 이제는 전문 상담사와의 모바일
상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청소년 상담센터들을 소개해주고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 청소년 상담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나쁜기억지우개를 이용 중인 수 만 명의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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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기억
지우개

서비스명

나쁜기억 지우개

서비스 유형

앱

서비스 내용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을 편히 털어놓고, 위로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사

나쁜기억지우개 주식회사

홈페이지

www.nagiji.com

활용데이터	문화데이터광장- 융복합API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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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크리에이터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
티켓팅 플랫폼, 크라우드티켓

037

티켓팅과 크라우드펀딩을 함께
학창시절 포기했던 예술가의 꿈을 다시 쫓고 싶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연기획을
시작했습니다. 공연기획비용이 없어서 크라우드펀딩으로 대관비를 마련했고, 공연을 올렸는데,
공연기획자들이나 관객들에게 크라우드펀딩으로 줄 수 있는 가치가 명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연 기획비용 마련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을 하고 더 나아가 티켓까지 판매할 수 있는
크라우드티켓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펀딩을 진행한 후 관객관리 기능이나 공연 회차별 관객 구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공연자 입장에서는 공연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크라우드티켓은 크라우드펀딩과 티켓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UI/UX의 업데이트를 통해 공연자와 관객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팀 결집력으로 이겨낸 어려움
크라우드펀딩과 티켓팅이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했기 때문에 서비스
기획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개발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비스
기획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공연기획 경력만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모든 것들이 큰 도전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려움은 팀이 체결되며 해결되었습니다. 저의 경영철학에 동의하고 사업 비전을 믿을 수 있는
동료가 생기면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었고 기술적으로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채워주는 팀원들
덕분에 더 좋은 서비스를 계속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나 위기는 사업 순간순간마다
찾아오고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면서 계속 팀의 결집력이 강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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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데이터광장에서 도움을 얻다
예술가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서비스를위해 꼭 필요하지만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티스트 스스로가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데이터 광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술가나 공연예술, 전시 등의 정보는 매우 유용합니다. 이를
잘 다듬어서 많은 문화소비자에게 보여준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크라우드티켓 서비스를 리뉴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예술가 세션을 대폭 확대하여
문화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예술가의 정보를 나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 정보도 저희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이 보기 편하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예술가의 정보나 공연의
정보를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쓴 편이고, 특히 요즘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접속하기 때문에 모바일 접근성 강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예술가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을 위한 전용 페이지를 오픈하여 작업
이력이나 작품 정보 등을 함께 공유하여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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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크라우드 티켓

서비스 유형

웹

서비스 내용	공연예술인들이 공연기획비용을 마련하고 티켓판매까지 할 수 있는 공연 전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개발사

나인에이엠

홈페이지

https://crowdticket.kr/

활용데이터	문화포털 - 예술/전시정보
문화예술위원회 - 예술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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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
도자기 물병 ‘달항’

041

‘다용도 뚜껑을 갖는 물병’의 탄생
휴대용 물병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불편한 사항은 사용자 중심에서 솔루션 등 새로운
물병이 필요할 것이란 니즈(needs)와 원츠(wants)를 발견하게끔 하였습니다. 생활 속
휴대용 물병을 사용하며 얻은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어떻게 하면 외출 전에 담은 내용물과
상관없이 새로운 내용물을 담을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좋은 아이디어가 탄생하여 특허기술로 등록되고 상품화 되며 지금의 달항 물병이
탄생했습니다.(특허기술 발명의 명칭: 다용도 뚜껑을 갖는 다용도 물병)
달항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디자인 철학을 중심으로 관상용에 그친 우리나라
도자기를 실제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물병에 담고자 도자기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
물병입니다.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과 문화 그리고 도자기를 계승하겠다는 미션이 휴대용 물병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한국적’ 그리고 ‘도자기’를 선택한 것은 대학에서 고고미술사학을 전공한
이유로, 대학에서 배운 학문을 사용한다면 남다른 깊이와 철학이 묻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달항은 일회용 페트병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인식하고 달항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친환경 그리고 환경보호 가능한 물병 생활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문화데이터, 도자기의 이해를 돕다
대학에서 고고미술사학을 전공하며 도자사에 심취해 도자기의 역사를 심화 전공했습니다. 틈만
나면 국립중앙박물관, 전국 박물관을 돌아다니며 도자기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시대에 따른
도자기, 그리고 시대적 배경에 따라 변화하는 도자기에 매력을 느끼고 이를 볼 줄 아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접한 문화유산 쪽의 지식과 문화데이터의 결합이 하나의 경쟁력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
도자기를 이해하고, 선의 미학과 여백의 미를 휴대용 물병에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물관마다 잘 정리된 시대적 배경에 영감을 많이 얻어 제품을 디자인하거나 이를 설명할 때도
시대적 배경도 함께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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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 색감, 도자기스러운 느낌에 중점을 둔 디자인
우리나라 도자기를 콘셉트로 하여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한 번에 딱 봐도
도자기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자기스러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흙으로 빚은 거겠죠. 흙이 아닌 실제 생활에서 사용해도 깨지지 않고
가벼운 재료로 만들려면 플라스틱(BPA FREE)재료나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야 하는데 따뜻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지만 가벼운 느낌인 플라스틱, 이와 반대로 차가운 느낌의 금속재료로
도자기스러움을 내는 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달항은 도자기스러움의 정의를 곡선과 색감으로
한정 짓고 곡선의 기울기나 길이를 수십 수백 번 고치고 또 고치는 노력을 했고, 언뜻 보면 그 색이
그 색 같은 팬톤컬러칩을 수백 번 보며 우리나라 고려청자만의 비취색, 청화백자만의 파란빛을
발견하고자 주력하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금형 설계 후 우리 물병이 사출로 뽑을 때 쉽게 빠지는
방식으로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친환경 문화, 달항 문화
지금까지 달항에서 론칭한 도자기물병은 청자, 분청사기 그리고 백자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역사시대를 대표하는 도자기들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우리나라 도자기의 정체성을 계승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디자인하되 전통과 현대적인 것을 조화롭게 풀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의
디자인 방향성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달항에서 비전으로 삼고 만들고 있는 목표와 계획은 “일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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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명은 ‘달항문화’입니다.
달항 물병은 기존 휴대용 물병처럼 내용물을 부어 보관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페트병에 보관된 생수 또는 음료수를 우리 물병 뚜껑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일종의 고객체험마케팅인 달항문화는, 우리 물병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달항과 제휴를 맺은 편의점에서 생수 또는 음료수를 구입할 때 할인된 비용으로 구입하고, 다 마신
생수 또는 음료수를 편의점에 반납하면 마일리지로 적립 받는 문화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명한 소비 활동은 물론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고, 유통사 입장에서는 고객 재방문율 등 경제적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환경보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 상호 간의 WIN-WIN이 될 것입니다. 달항
물병으로 보다 스마트하고 친환경 생활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입니다.

서비스명

달항(도자기 물병)

서비스 유형

제품

서비스 내용	관상용에 그치는 도자기를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디자인한 도자기 물병을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재해석하여 탄생. 물병의
기본 기능인 내용물을 부어 보관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생수 또는
음료수를 물병 뚜껑에 연결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기술 접목.
개발사

달항

홈페이지

http://darhangook.com / http://darhang.com

활용데이터

문화포털 - 전통문양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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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콘텐츠 유통 플랫폼,
‘콘텐츠 쉘빙’

045

출력하여 즐기는 문학콘텐츠
웹소설 및 웹툰과 같은 문화콘텐츠를 자유롭게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쉘빙(Contents
Shelving)은 지하철, 버스, KTX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어디서든 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든 키오스크입니다. 문학 소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생각에서 뉴스, 게임, 카톡 등 모바일 기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활동 패턴을
분석하여 이용자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 이동시간 동안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스낵 컬쳐’기반의
문학콘텐츠를 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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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실질적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
‘모바일 글쓰기 웹 후(HOO) 이용자 서비스’와 ‘키오스크를 통한 웹소설/웹툰 출력 서비스’의 많은
기능들이 디자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제품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디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시제품 출시 초기부터 디자인으로 제품 자체의 가치가
평가절하 될까봐 개발 인력 모두가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웹소설/웹툰 출력 키오스크
함체 설계를 진행하던 시기에는, 어느 부분에 주요 하드웨어를 배치해야 하는지, 이용자가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운영 자금은 제품 디자인 부분과 개발 속도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구성원 모두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탄치 않은 환경에서도 제품 특허 출원 및 등록부터 시제품 제작과 출시, 정부 R&D 과제
신청 및 선정 등 어려운 장애물을 하나씩 풀어 나왔습니다. 또한, 시제품이 공공 시장에 알려지면서
조금씩 제품이 가지는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개발 인력
모두에게 보다 큰 열정과 목표 의식을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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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이용 통계를 바탕으로 객관적 지표 확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도서관정보나루, 국가자료종합자료들을 활용해 서비스에 접목한 후 국내
2천만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을 제품 이용자로 흡수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활용한 도서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도서 이용자들의 성별, 지역, 세대에 따라
어떠한 장르의 도서 작품을 선호하는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문학 작품들은 어떠한 특성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이용 통계를 바탕으로 객관적 지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 도서 이용 인구들의 도서 대출/반납/연체 현황과 함께, 도서 이용
회원수들을 통하여 도서 문학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개발
콘텐츠쉘빙 서비스는 불특정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창작하고 공유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는 ‘종합 문화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학콘텐츠 확보 방법에 대한 것을 가장 중요하게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학작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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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자체 표현 방식과 이용자 개개인의 읽는 방식에 따라 완전하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 및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웹소설과 시, 수필과 같은 작품 창작 및 표현 방식에 있어
띄어쓰기, 자간 등 사용자의 다양한 편의성을 고려한 반응형 웹 방식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 및
적용하였으며, 키오스크로 출력되는 작품의 안정적인 그립과 편안한 독서를 위해 출력 용지와
용지에 출력되는 폰트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문학의 대중화, 나아가 세계화를 목표로
우리나라가 가진 문화적인 감성과 아이티 기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문학의 세계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해 700개 이상의 문학작품 공모전이 있으며, 이 공모전을 통하여
새로운 문학 작품들이 한해에 수천 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과
작가들이 자국에서조차 유통이 되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문학 작품들을
키오스크에서 출력가능한 콘텐츠화시켜 유통을 확산하고 세계에 우리의 문학을 알리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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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문학유통서비스 콘텐츠쉘빙

서비스 유형

제품(키오스크)

서비스 내용	과자를 먹는 짧은 시간 동안 소비하는 “스낵 컬쳐(Snack Culture)” 형태의 다양한
온라인 웹소설, 시, 매거진과 같은 종류의 문학콘텐츠를 지하철, 버스터미널, KTX/SRX,
공항/항만 외 다양한 교통망 또는 다중 공공이용 시설에 설치된 출력 키오스크(Kiosk)를
통하여 짧은 대기시간 또는 교통망 탑승 후 이동시간 동안 읽을 수 있는 분량의 콘텐츠를
출력해 주는 국내 최초 O2O(Online to Offline) 기반의 문학콘텐츠 유통 플랫폼,
모바일 기반 글쓰기 웹 ‘후(HOO)’를 이용하여 ‘글쓰기’, ‘도서 서평 쓰기’, ‘편지 쓰기’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후(HOO)’와 연동된 문화콘텐츠 출력 키오스크를 통하여
누구나 무료로 웹소설/웹툰 출력 서비스 등 이용 가능
개발사

브이에스커뮤니티㈜

홈페이지

http://vsc.co.kr

활용데이터

도서관정보나루,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 문학창작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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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 &
소통 플랫폼 ‘사운드플렉스’

051

장애유무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만들어가는 배리어프리 소통플랫폼
우리는 문화콘텐츠 산업과 시청각미디어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은 넘쳐나는 미디어 콘텐츠 시장 속에서 소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대부분의 미디어 콘텐츠들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려 없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각장애인들도
동등하게 콘텐츠를 즐기는 시청자이자 소비자란 인식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염두에 두고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시각장애인들도 그들에게 적합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영상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으므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을 삽입해서
제작되어야 합니다.
현재 배리어프리*로 제작되는 문화콘텐츠들은 TV방송, 영화, 도서들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광고,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에 대한 화면해설 및 자막 제공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모바일
환경이 대세인 상황에서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자체제작 콘텐츠 영상에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추세에 맞춰 시각장애인도
유튜브 영상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운드플렉스APP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화면해설’이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에 나타나는 것들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 들어서는
알 수 없는 소리나 배경, 등장인물의 표정, 행동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어 영상을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해주는 서비스
*‘배리어프리’란?
장벽(Barrier)을 없애자!(Free)라는 의미. 배리어프리콘텐츠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이 들어간 콘텐츠로,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칭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만드는 어려움
본 서비스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APP이고, 세상에 없는 APP이다 보니 참고할 예시가 없어 APP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화면해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고, 기획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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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개발 단계에서도 변수들이 많이 발생해서 메뉴 변경과 개발 일정, 비용 초과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안드로이드가 개발되어야 ios와 웹 개발도 진행할 수 있는데,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마감 기한 안에 모두 진행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 안드로이드 개발에만 만족해야 했었습니다.
이후 APP 개발자의 급작스러운 부재로 안드로이드 개발이 마무리단계에서 중단이 되는 난관에
봉착했었습니다.
APP 개발 기획 당시 여러 메뉴들을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축소되었습니다. 한국판 BE MY EYES를 만들고 싶어서 ‘실시간 화상안내’ 메뉴를 준비했었는데,
영상통화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부담이 커서 포기하고 ‘화면해설하기’ 메뉴 개발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화면해설하기’ 메뉴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자원봉사가 낭독봉사이기 때문에
APP을 통해 화면해설을 직접 녹음 할 수 있게 기획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과정에서 녹음한
것이 재생 시에 싱크가 0.3초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화면해설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사와 물리는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녹음기능을 포기하고
TTS(Text To Speech)기능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싱크가 밀리는 현상을 단축시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만들다보니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되었고, APP 개발 단계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발생했지만 주위의 크고 작은 도움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지만 어려움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나가고
있다는 보람을 얻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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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문화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배리어프리 버전은 원저작물에 음성해설이 삽입되는 2차 저작물이라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만든 문화PD의 영상은 사운드플렉스앱에게
가장 좋은 콘텐츠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문화정보들을 제공해주기 위해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의 영상들을 사운드플렉스APP을 통해 배리어프리버전으로 제작하여 개방하고자
합니다. 사운드플렉스APP은 안드로이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폰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아이폰과 웹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기능들을 수정·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정보방송 사운드플렉스TV를 개국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제작할 수 있게끔 힘쓰려고 합니다. 만들어진 배리어프리콘텐츠들은
사운드플렉스APP을 통해서도 제공할 생각입니다.

서비스명

사운드플렉스

서비스 유형

모바일, 웹

서비스 내용	배리어프리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APP으로서 장애유무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만들어가는 배리어프리 소통플랫폼, 사운드플렉스APP에서는 봉사를 원하는
비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줄 수 있는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들의 귀가
되어줄 수 있는 한글자막을 입력할 수 있는 제작환경을 제공
개발사

㈜사운드플렉스스튜디오

홈페이지

http://www.soundplex.org

활용데이터

문화포털 - 문화PD의 영상제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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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구를 위한 국내 여행
콘텐츠 제공 플랫폼 ‘이지트래블’

055

실버여행객을 위한 서비스의 고민으로부터 탄생한 ‘이지트래블’
할아버지께서 휠체어를 타지 않고는 거동이 불편하시게 되어 가족여행에도 많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가족여행을 하려면,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장소부터 물색해야 하고,
숙소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용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단지 저희 가족만의
불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고령화 인구가 점차 많아지면서 실버여행객의 여행시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을 위한 여행정보 제공 및 예약 플랫폼이 반드시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발로 뛰고 눈으로 직접 확인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작하면서 장소를 선별하고 상품화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노출된 정보는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약자가 가도 괜찮은 숙소인지, 노약자가
여행지를 방문했을 때 불편함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판단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숙소는 생각보다 노후한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노약자들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숙소를 편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숙소 입구는 계단보다는 경사로가 좋으며,
엘리베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 제약 속에서 숙소를 선별해야 하다보니 그 작업이 가장 공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온라인 상의 정보들을 전화로 선별한 뒤 데이터를 구축하였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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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을 해보니 온라인 이미지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숙소 선별 과정에 있어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Tour API 3.0에는 무장애 여행지 목록과 관광정보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관광지
데이터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버여행객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 같은 앱이 되기 위해
여행 중 정보제공의 미비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다양한 실버여행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든
‘이지트래블’은 현재 13,000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아 사용 중입니다. 기존의 텍스트 위주의
설명방식에서 벗어나 영상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여행지·서비스를 설명합니다. 또한 다른
여행객의 VLOG를 통해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의 관심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관광지를 영상으로 볼 수 있게 제공한 서비스는 가장 주력을 두고 개발한 부분입니다. 장년층,
노년층의 경우 텍스트보다는 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보는 것이 관광지 정보를 이해하는 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텍스트만으로 관광지를 표현하는 것보다 더 다양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에서는 관광지 소개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도 더욱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실버여행의 모든 것이
있는, 실버여행객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 같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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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이지트래블

서비스 유형

웹, 앱

서비스 내용	① 전국 무장애 여행지 및 접근성이 좋은 여행지 검색 기능
		

② 편의시설 검색 기능(주변 병원, 약국, 수동휠체어 대여가능 장소)

		

③ 접근하기 좋은 숙소 검색(엘리베이터 보유)

		

④ 실버여행객을 위한 케어링 서비스, 휴양 서비스 검색 및 예약 가능

		

⑤ 무장애 여행지 이미지, 영상 확인 가능 및 사용 후 후기 남기기 기능

		

⑥ 영상을 통해 여행지와 서비스를 설명해 이해도를 높임

개발사

원스텝트래블

활용데이터

한국관광공사 Tour API 3.0, 무장애정보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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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즐기는
세계 인문정보 그림지도,
에이치맵(H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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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지도에 세상의 다채로운 지식을 담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집에서는 벽에 붙어있는 세계 그림지도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엔
야생동물도 있고 랜드마크도 있고 나라를 대표하는 유명인물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지도의
장점은 세계의 다양한 지식들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고, 직관적으로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외국계 광고회사에서 디자인총괄 국장으로 재직 중일 당시, 매일 수많은 정보를 찾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쉼 없이 쏟아 내야만 했습니다. 온라인 상 대부분의 정보들이 영어로 되어 있어,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항상 한쪽에 사전 창을 띄워 놓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기본 지식이
있어야만 해당 단어를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계 정보들을 보다 쉽게 찾아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 그림으로 된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그림지도를 활용하면 전 세계인이 소통할
수 있는 그림이라는 매개체로 정보를 쉽게 찾고,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여 수월하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5년간 24개국 190개 지역의 그림을 그리고 정보를 모은 후, 2018년 2월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온라인에 흩어진 지식의 조각들을 지도라는 하나의 공간에
모아 새로운 콘텐츠를 완성한다.”라는 의미에서 회사 이름은 ‘모자이크’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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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도전, 후회 없는 선택
주변에서 인정하는 고소득의 안정된 직장을 뿌리치고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좇았다면 아마 도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HMAP을 기획하고 하나씩
그림을 그리다 보니 어느새 웹하드에 데이터가 가득 쌓였고, 운영 중인 블로그에는 사용자들의
응원글이 가득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싶어졌고 그 힘으로 이렇게
사업이라는 불구덩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저작권 활용의 접점을 찾다
초기 세계 인문학습 그림지도 서비스를 기획할 당시 저작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지
및 정보들은 모두 저작권이 있기에 섣불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발품을 팔아가며 기관과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 본 결과 저작권에 자유로운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긴 했지만 HMAP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적합한 문화데이터를 활용하라
아이러니하게 HMAP의 24개국 지도에는 대한민국 지도가 빠져있습니다. (주)모자이크는
현재 <2018 문화데이터 활용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사업>에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문화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대한민국 지도를 기획 중입니다. 현재
문화데이터를 하나하나 꼼꼼히 찾아보고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떤 정보가 사용자에 더
필요한지 검토하고 선별하는 것이 그림을 그리고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짜 정보를 찾아라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인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점적으로 염두에 둬야 할 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는 무수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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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이 있지만, 그중 가짜 정보 데이터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그런 가짜 정보를 선별하기
위해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고, 어느새 수천 권의 인문 관련 책이 집안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즐기는 세계 정보공유 놀이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바로 정보의 다양화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도 좋은 정보와 자료들이
많지만 그것에는 모두 저작권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지도를 만드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 콘텐츠를 가진 업체들과의 제휴입니다. 제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알찬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 이후엔 HMAP을 세계 도시 기반의 다양한 정보 공유 놀이터로 만들 것입니다. 현재 제공되는
HMAP은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고, 온라인상 기본 도덕에 저해되지 않는 이상 기업광고도 제한이
없습니다. 인문지식 뿐 아니라 자신의 여행기록, 숨은 명소, 재미있는 사진, 위험한 곳 등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유익한 정보가 되고, 이런 다채로운
정보가 모이면 알찬 지식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명

에이치맵(HMAP)

서비스 유형

웹, 모바일

서비스 내용

세계 인문정보 그림지도(다양한 카테고리의 세계 인문정보를 그림지도로 만든 웹사이트)

개발사

주식회사 모자이크

홈페이지

www.hmap.co.kr

활용데이터

한국관광공사-국내관광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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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 및 박물관의 효과적인
증강현실 가이드, Visual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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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역사체험을 도울 증강현실 가이드의 필요성
우연히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내국인 방문객들은
텍스트 중심의 정적인 콘텐츠만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많은 역사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생생한
역사체험을 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식의 형식적인 관람 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관람했던
외국인 방문객들은 기본적인 한국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 보니 한 관람 포인트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욱 짧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몇 년 전 한국에서 포켓몬 고 게임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다면
개인화된 역사 유적지 관람으로 보다 효과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기업 주도의 증강현실 기술분야 트렌드에 비교해도 이러한
특화된 비즈니스모델이 시기적절한 아이템이라는 확신이 들어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통해 이겨낸 어려움
서비스 제작 초기에 내부 개발자를 고용하지 않고 시제품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개발업체를 미팅 끝에 선정해서 위탁업무를 맡겼지만, 처음에 견적 산정이나 사전 미팅 때
영업담당자의 말과 실제 개발 실무자들 간의 말이 달라 초반 기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도 실제 기획 내용의 70% 수준의 결과물만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위탁업무 자체의
성격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시제품 개발 이후로는 경험 많고 전문성 높은 내부 개발 인력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상호 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통해 외주 개발의 단점과 한계를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업무 효율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내부개발자 고용이 필수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정확한 사료 조사의 기반이 된 문화데이터
Visual Guide는 콘텐츠 자체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스토리텔링 기획이 핵심이기 때문에, 정확한
역사적 사실 및 사료의 조사와 활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개발된 시제품에서도 서대문
형무소의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역사 관련 문화데이터(사진 및 자료)가 가이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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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만든 Visual Guide는 관광 가이드 역할을 함과 동시에
관람객이 과거의 시간여행을 하듯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UI 설계에도 많은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액티브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람객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개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문화유적 역사체험 종합 플랫폼 기업을 꿈꾸다
향후 국내 문화 역사 유적지(공간)에 대한 Visual Guide로서의 명확한 포지셔닝과 입지 확대를
해나갈 계획이며, 궁극적으로는 문화 유적 역사 체험 종합 플랫폼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본
서비스는 기존의 정적이고, 단순히 정보 전달에 치우친 개별 관광 가이드(오디오, 책자 등) 시장의
문제를 4차 산업 혁명 기술인 ‘증강현실(AR)’을 통해 해결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 정보전달이 아닌 스토리텔링을 통한 감정적 체험이 가능한 신개념 역사
체험 관광 가이드입니다. 문화 유적지 관람객은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보다 생생한 동적인
콘텐츠(영상+나레이션+효과음)로 역사 체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과거 역사에 대한 지식
및 직접 체험 경험이 적은 초~고등학생 및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과 역사 지식 습득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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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문화 유적지 증강현실 Visual Guide

서비스 유형

앱

서비스 내용	기존 문화 유적지에서의 텍스트 기반의 간접체험을 넘어, 영상기반의 직접 체험에
가까운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 유적지 가이드 서비스
개발사

주식회사 카이로스

홈페이지

www.kairosar.com

활용데이터

문화 유적지, 박물관 소장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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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여행코스 플랫폼,
크리에이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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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태어난 크리에이트립
아시아 여행시장에서 현지인과 비현지인의 정보 격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시아
여행객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가는 관광지는 한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 유저들이 서울을 여행할 때 서울사람들에게 핫한 성수동이나 익선동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지 못하고 명동이나 북촌 등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만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에만 의존하다보니 직접 방문해보면 현지인은 없고 한국인들만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아시아 여행객들이 쇼핑만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행 정보가 제대로 유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크리에이트립은 아시아 여행 시장에 존재하는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환경적 어려움을 딛고 성장하는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본질적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재 상황과 미래를 고려했을 때 무엇이 최적의 선택인지를 결정해야 할 때가 가장
어려우면서도 짜릿한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자금이 고갈되어갈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의지가 있으면 해결 방법을 언젠가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지금까지도 큰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데이터를 통해 한국에서 흩어져 있는 여행 정보들을 원활하게 가져와 유통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비스를 개발할 때 여행지 정보를 기존에 존재하는 개발
프레임에 맞게 안정적으로 가져오는 것을 주력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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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전역의 여행정보가 모이는 플랫폼으로 확장
단기적으로 2019년 말까지 방한 여행객들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정보 서비스로 거듭나는 게
목표입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여행 정보를 유통하여 모두가 로컬처럼 여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성장을 꿈꿉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행 정보를 번역-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굴한 여행 정보를
외국인의 입맞에 맞게 선별하여 제공하고, 여행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버티컬 서치
엔진을 구축하고, 소비자 성향에 맞는 여행 추천 알고리즘을 도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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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크리에이트립

서비스 유형

웹, 앱

서비스 내용	크리에이트립은 외국인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여행 플랫폼으로 기존의 편중된
관광 정보에서 탈피해 전국의 재미있는 여행 코스 정보를 모아 체계적인 형태로 제공
개발사

크리에이트립

홈페이지

http://www.creatrip.co.kr/

활용데이터	한국관광공사 - Tour API 3.0
문화데이터광장 - 행사 및 공연 정보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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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다이어리처럼
편한 일정관리, 타임블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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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주얼 사용자를 위한 캘린더
스마트폰이 도입된 이래, 수많은 캘린더 앱이 앱스토어에 출시되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T기업 및 LG, 삼성 같은 핸드폰 제조사들도 모두 기본 캘린더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전 종이 다이어리에서 시간관리를 하던 많은 사람들 중
캘린더 앱을 주된 시간 관리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
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모바일에서 알림을 받아야 할 정도의 중요한 일정을 제외하고는
캘린더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사용자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기존의 캘린더 앱이 종이 다이어리로 시간 관리를 하던 이들에게 너무 복잡하고 딱딱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캐주얼 사용자를 위한 캘린더 TimeBlocks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TimeBlocks는 IT지식이 없는 캐주얼한 사용자들도 쉽게 일정의 입력, 편집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 캘린더앱의 불편하고 복잡한 화면전환 및 설정 창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캐주얼한
사용자의 경우 캘린더에서 일정뿐만 아니라 해야 할 일, 일기장, 계획 등 다양한 내용들을
관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정뿐만 아니라 할일, 메모, 구간, 스티커와 같은 다양한 입력요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30만 다운로드에 앱스토어 생산성 카테고리 상위 10위권을 1년 넘게
유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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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화의 위기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유지비용도 함께 늘어났으나 앱 내에는 이렇다 할 수익모델이 없었고, 이는
회사 운영의 난항으로 이어졌습니다. 캐주얼 사용자를 위한 캘린더 앱 시장의 니즈를 확인하긴
했지만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성, 비즈니스
솔루션 카테고리에서의 제품들이 취하고 있는 월정액 구독방식의 수익모델은 지불의사가 높은
사용자가 많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에버노트와 같은 실리콘밸리 회사마저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캘린더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월정액 방식을
과도하게 요청했다가는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된 기본 캘린더 앱이나 기타 무료 캘린더 앱으로
사용자 이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기존에 TimeBlocks 앱을 사용자를
파워유저, 오거나이저, 라이트유저 3가지 고객군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월정액제 모델, 앱 내
스토어를 통한 꾸미기 아이템 판매, 네이티브 광고 수익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수익모델로 사용자들을 무리하게 유도하지 않고, 사용자들의 사용 패턴에 맞는 수익모델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캘린더 유틸리티에서 시간관리 서비스로 진화하다
캘린더앱을 작게 보면 단순히 일정을 적고 관리하는 유틸리티 앱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캘린더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제공하려는 가치는 사용자가 더 나은 시간관리를 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Helping People Schedule Better) 그리고 이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캘린더
앱은 사업의 완성이 아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TimeBlocks 앱의 초기 시장 검증이
된 이후로 우리는 캘린더를 넘어 더 나은 시간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기능 개발에 몰두하였고,
그로부터 개발된 기능이 사용자의 일정 데이터에 기반해 그 사람이 세울만한 계획을 추천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근처의 지역행사나 공연, 세미나 같은 이벤트뿐만 아니라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레시피나 운동 팁 같이 내가 한번 해볼만 한 액티비티도 추천하도록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능은 도입된 이래로 많은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기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TimeBlocks는 단지 일정을 적는 공간만이 아닌 더 나은 시간관리를 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로 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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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데이터를 통해 콘텐츠 확보
캘린더 앱을 넘어 사용자의 더 나은 시간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의 콘텐츠 팀이 매일같이 다양한 계획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백 개가
넘는 지역행사와 이벤트들을 수동으로 발굴하고 콘텐츠화 하는 작업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하였고, 문화데이터 API를 통해 전국의 다양한 이벤트
정보를 쉽게 취합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부 콘텐츠 팀에서 간단한 추가 작업을 통한
것만으로도 바로 배포할 수 있게 되어 작업 시간이 매우 절감되었습니다.

글로벌 진출
캐주얼 사용자를 위한 캘린더와 수익모델 검증, 캘린더를 넘어 시간관리 서비스로의 진화는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속 가능하며, 확장 가능한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 여전히 노력 중입니다.
더 나은 시간관리에 대한 니즈는 문화나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검증
후에는 중국과 미국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현재시점에서 이미, TimeBlocks
활성 사용자의 25%는 중국 사용자입니다. 더 나아간 확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언어 지원과 현지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비스명

TimeBlocks

서비스 유형

앱, 웹

서비스 내용	종이 다이어리처럼 편한 일정관리 캘린더
개발사

타임블럭스

홈페이지

https://timeblocks.com

활용데이터

문화포털 - 지역문화/행사/축제/전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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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문화유산을 배우고
지키는 한국형 보드게임,
코리아마블 유네스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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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보드 게임
[코리아마블 유네스코편]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함께 말하고 기억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더 나아가 전세계인 모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이미피케이션(게임+교육) 기법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보드게임에 접목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유네스코 문화유산은 총 12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조각, 탑, 사지, 궁궐지,
왕릉, 산성’ 등이 대한민국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코리아마블은 그동안
노출되지 못했던 다양한 문화유산을 카드로 디자인했고, 보드게임에 적용시켰습니다. [코리아마블
- 유네스코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총 52장의 대한민국 문화유산 카드를 지키고,
때로는 빼앗기는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한글 자음으로 만든
게임보드판으로 외국인을 비롯해 누구나 쉽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코리아마블 유네스코편]은 즐거운 게임 스토리텔링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보드게임 제작 전반에 도움을 준 문화데이터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문화유산 자료를 수집할지가 첫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보드게임 진행을
위해서 52장의 게임카드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다양한 문화유산 관리담당자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았지만 전국적인 자료를 취합하는데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깨닫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공공저작물 사이트 공공누리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전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추천 공공저작물 중 ‘대한민국 유네스코 문화유산
사진자료’를 통해 보드게임의 내용과 컨셉, 주제를 명료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전면에는 문화유산
사진을 넣고, 뒷면에는 스토리텔링을 가미하는 코리아마블 유네스코편의 게임카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문화데이터 덕분에 [코리아마블 유네스코편]의 핵심이 되는 보드게임의 카드 원천 자료로 활용되어
총 52장의 문화유산 카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카드를 제작하는 시점에서 어떤 문화유산을
선택해야 할까를 논의하였을 때 추천 공공저작물의 내용이 핵심이 되어 제품 제작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카드가 완성되면서 보드게임판의 디자인도 한글을 바탕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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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 그 이상의 가치를 담다
문화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체 패키지에 담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보드게임의
핵심인 보드판과 보드게임카드를 주력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는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패키지에 ‘금수강산’을 모티브로한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한글을 주축으로 한 게임판과 대한민국 문화유산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문화유산 게임카드로 보드게임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코리아마블 유네스코편]은 추후 역사 동아리, 방과후 수업 등 다양한 역사 및 문화 교육과정에
교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카드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리아마블 조선시대편], [코리아마블 고려시대편] 등 다양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스토리텔링이 담긴 보드게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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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코리아마블 유네스코편

서비스 유형

제품(보드게임)

서비스 내용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 및 사진이 담긴 문화유산 카드를 통해
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문화유산의 명칭과 스토리를 익힐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문화유산
보드게임.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배우고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미피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제작.
개발사

테이콘 커뮤니케이션즈

홈페이지

http://takon.co.kr

활용데이터

공공저작물 사이트 공공누리 ‘추천공공저작물’ - 유네스코 문화유산 사진 자료

078

PART 02. 문화데이터 우수 활용 사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을 만나보세요!
책과 더 가까워지는 곳,
플라이북(Fly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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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더 가까워지는 곳, 플라이북
출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새로 출간되는 도서는 약 8만종에 이릅니다. 플라이북은
‘이렇게 많은 책들 중 독자들이 자신에게 잘 맞는 도서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우선 독서를 원하는 고객이 플라이북에 처음 가입하면 나이와
직업·기분·관심사·연애 여부 등 총 10가지의 프로필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플라이북은
입력된 정보에 맞춰 현재 독자의 상황이나 기분에 맞는 책을 추천해줍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책을 1권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책을 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책 리뷰를 남기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다 보면 개인 데이터가 누적되어 보다 적합한 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맞춤형 도서 추천
플라이북은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추천 기술(Recommandation Tech)을
도서 분야에 적용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와 도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실시간 맞춤형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들은 자신의 상황과 기분에 맞는 도서
리스트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분이나 상황은 독서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침에 우울한 기분으로
일어났고 기분을 달래 줄 책을 찾고 싶다’고 한다면 그 기분에 맞는 책을 추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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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추천 키오스크 ‘플라이북 스크린’
또한 플라이북은 도서 추천 키오스크 ‘플라이북 스크린’을 출시하여 공공도서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플라이북의 도서 추천 경험을 제공합니다. 막상 도서관에 갔는데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서비스입니다. ‘플라이북 스크린’은 연내 도서관 100곳에
배치될 계획이며, 내년까지 전국 도서관으로 확대 배치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서 플랫폼 ‘플라이북’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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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플라이북

서비스 유형

앱, 웹

서비스 내용	책을 고르는 것부터 구매하고 읽고 공유하기까지 독서 경험을 도와주는 온라인 도서
플랫폼
개발사

㈜플라이북

홈페이지

www.flybook.kr

활용데이터

도서 정보, 도서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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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취미를 찾아드립니다,
하비박스

083

당신의 취미를 찾아드립니다, 하비박스
일과 삶의 균형, 삶의 만족도 OECD 꼴찌국가 35위 대한민국, 취미를 잃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취미를 찾아드립니다’. 하비박스는 시간이 없고,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얼 해야 할지
몰라 취미를 잃은 당신에게 문화여가를 가이드 해 주는 취미분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비박스 내에는 35명의 취미 전문가 하비큐레이터와 5가지 유형의 취미들이 100여 개 이상
제공되고 있습니다. 베이킹, 악기연주, 3D아트토이 등, 당신에게 맞는 취미를 하비박스가
찾아드립니다.

‘진짜 취미를 찾아주나요?’에 대한 꾸준한 물음
처음 취미분석 테스트 결과에서 인도어 기반의 취미배달 상품만 추천되던 시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분석을 재미있게 참여해 주셨지만 일부 몇몇 분들은 그 한계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셨고, 고객들과 직접 소통을 하며, ‘진정 취미를 찾아주는 것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 던졌습니다. 그 결과 박스 안에 갇히지 않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취미 상품들과 취미
관련 서비스들을 모아 놓고 취미를 찾고자 하는 유저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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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취미를 해보세요!’에서 ‘어떤 취미를 어디에서 즐겨보세요!’가
된다면?
기존의 취미분석서비스 결과지에서 [당신은 ○○라는 취미가 어울립니다.]와 인도어 기반의
배달 상품에 멈춰있던 하비박스는 문화데이터를 활용하며 다양한 유저들의 성향을 반영한
콘텐츠 취미까지 추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전국 도서관 위치 정보,
시/도청의 문화·공연·축제 정보 등을 취미분석서비스의 결과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유저들이
원하는 양과 질의 취미 콘텐츠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문화데이터와 같이 성장해나가는 취미추천 서비스
하비박스는 2018년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2019년에는 데이터 기반 취미 추천 자동화 완료,
2020년에는 연령을 확대하여 생애 주기별 맞춤 서비스 제공, 2021년은 오프라인 콘텐츠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수익 모델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비박스의 목표는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여가 활동을 즐기기 어려웠던 대한민국에 획일화된 방식이 아닌 맞춤형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지속성 있는 취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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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하비박스

서비스 유형

웹

서비스 내용	다양한 취미 분야의 하비큐레이터와 함께 취미배달, 취미축제, 취미나눔 등을 즐길 수
있는 온·오프라인 취미 큐레이션 커머스
개발사

주식회사 하비박스

홈페이지

www.hobbybox.life

활용데이터	문화포털 - 문화/공연/축제 정보
문화데이터광장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부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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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우동만 먹을래?
휴게소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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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플랫폼, 휴플
여행 또는 출장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휴게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게소에서
음식을 시키게 되면 사람들은 별 다른 기대없이 항상 ‘실패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음식을
주문합니다. 실제로 주문 후 음식이 맛이 없어서 후회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많은
휴게소를 이용해보니, 특정 음식은 가격대비 맛도 괜찮았고, 해당 휴게소에서만 특별히 판매되는
음식이나 간식 종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플은 휴게소마다 맛있는 음식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서
‘휴게소 음식은 실패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풀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휴게소마다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이벤트 정보나 편의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즐거운 휴게소 문화를 만듭니다.
휴플(Hupple)은 휴게소 플랫폼의 줄임말로 휴게소도 단순 쉬었다 가는 공간이 아닌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시키기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휴플(Hupple)은 여행과 축제를 즐기러
가는 고객들에게 문화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달의 여행&축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휴게소를 들러 휴플이 제공하는 휴게소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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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콘텐츠가 답이다!
폐쇄적인 휴게소 시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영업과 동시에 서비스적으로 설득을 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기 까지 제휴를 위해 휴게소를 설득하는
과정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금전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휴게소는 직접 여러 차례 찾아가서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는 구조라서 시간과 비용 둘 다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B2B 모델로 접근하여 “휴플”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영자 씨가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휴게소 먹방 BOOM을 일으켰으며, 동시 휴게소에 관한 이미지와
음식에 대해 소비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후 저희 웹 사이트와 앱도 작게나마 꾸준히
증가하면서, B2B 모델이 아닌 B2C 모델로 접근이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존 B2B 모델의
경우, 휴게소와 한국도로공사, 내비게이션 업체에 의존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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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C 모델로 변경하면서 휴게소에 관한 콘텐츠를 여러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접근 중에 있습니다.
“휴플”만의 색깔을 입혀서 계속 발전해나가면, 향후 자체적인 큰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휴게소,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휴플은 휴게소별 추천 음식/입점매장/이벤트를 소비성 콘텐츠로 제작해서 제공합니다. 단순
휴게소 정보 뿐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인 여행&축제 DB를 콘텐츠와의 결합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여행&축제와 휴게소를 1개의 콘텐츠로 결합하여 코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고객의 비율을 보면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이 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플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월별 인기 축제 정보와 해당 목적지의
축제정보와 여행코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휴플이 제공하는 휴게소별 추천메뉴를 통해 소비자가 휴게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휴게소 이용이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휴플이
추천해주는 음식 먹어보니깐 정말 괜찮네?!’, ‘휴플 추천 믿고 먹어도 되겠다’ 라는 평이 나오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휴게소 제휴를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휴플” 웹 사이트를 통해 콘텐츠로 제공하며,
전국 휴게소(약 200곳)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비스명

휴플

서비스 유형

앱, 웹

서비스 내용	휴게소별 추천 음식·입점매장·이벤트를 소비성 콘텐츠로 제작해서 제공, 단순 휴게소
정보뿐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인 여행&축제 DB를 콘텐츠와 결합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
여행&축제와 휴게소를 1개의 콘텐츠로 결합하여 코스를 제공
개발사

홍카

홈페이지

www.hupple.net

활용데이터

한국관광공사 축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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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일정 알려주는
캘린더앱 ‘린더(L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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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창업, 일정 데이터 사업으로 발전하다
대학 졸업 전 작은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회사가 성장하고, 더 나아가 회사가 엑싯까지
이르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대기업에 인수되어 근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창업 및 서비스 제작에 대한 꿈을 품어왔고, 이를 실천에 옮겨 작년 중순 4명의
지인과 함께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지난 1년간 기존 캘린더 서비스를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바일앱, 챗봇 등 다양한 캘린더 보조 서비스들을 만들어왔으며, 오랜 기간
지속적인 팀빌딩을 통해 호흡을 맞춘 후 이제는 자체 서비스 린더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일정 데이터 플랫폼의 문제를 해결하다
일정을 받아보는 경험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여느 타 서비스에 비해 매우 소모적입니다. 일정
데이터는 리뷰(왓챠)나 댓글(크리마), 연락처(리멤버) 등 과는 다르게 데이터의 휘발성이 매우
강하며 변동성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들이 기피하는 데이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16년부터 2017년 중순까지 운영되었던 SKT의 Someday(썸데이)는 내부 조직장
교체와 비효율적인 ROI로 서비스가 종료된 바 있습니다. 히든트랙팀은 2017년 1월부터 다수의
일정 관련 서비스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화데이터 등 오픈
API를 활용하여 데이터 생산 비용을 낮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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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데이터의 변동성과 그 위험성
일정 관련 데이터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그 위험성도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정 데이터는 기존의 다른 데이터들과 조금 다른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일정이 지속되는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그 변동성이 매우 크며, 일례로 우천으로 야구
경기가 취소된다거나 콘서트 장소가 변경될 경우, 일정이 잘못 공지된다면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히든트랙은 1년여 넘게 일정 데이터의 변동성을 낮추고 정확도를 실시간으로
향상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문화데이터를 활용한 안정 된 일정 데이터 플랫폼 구축
린더에는 데이터 수급 자동화를 위한 크롤러팀과 일정 컨텐츠를 상시로 가공하고 생산하는
컨텐츠팀이 존재합니다. 일반 사이트 크롤링 외에도 국내 모든 공연 정보가 종합되어있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 KOPIS, 영화 출시 및 상영정보가 종합되어있는 KOBIS 등의 Open
API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 작업을 거쳐 내부 컨텐츠팀이 가공, 카테고라이징 후
유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주요 전시, 공연에 한정되어있는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국단위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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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더라는 이름의 유래와 앞으로의 수익 확보 방안
린더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캘린더’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필요한
일정이 있기 마련이고 그 다양한 일정들을 한데 모아 제공해주는 플랫폼이 있다면 분명 수요가
있을것이라 생각하며, 아직까지는 캘린더 관련 서비스로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시장의 편견이
있지만 일정 마케팅뿐만 아닌 데이터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린더가 그리는 미래
올해안으로 공연, 전시, 스포츠 등 문화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캘린더 컨텐츠를 다각화하고, 대학교
학사일정, 마트 휴무일 등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 구독 컨텐츠를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사용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동시에 기업 파트너십을 확대, 일정 구독 플랫폼의 일상화를 통해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비스명

린더(Linder)

서비스 유형

앱

서비스 내용	유저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한 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구독 캘린더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에게는 캘린더를 통한 고객과의 새로운 소통 채널을 제공하는 일정 플랫폼
개발사

히든트랙

홈페이지

https://linder.kr/

활용데이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KOPIS, 영화출시 및 상영정보 KOBIS, Tour API 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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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례

공연/전시/축제/행사
APT•PL@Y•Wassup서울•네이버 축제검색•놀자GO•대한민국축제•렛플레이(LetPlay)•모두의스테이지•뭐할까•버
스킹플레이•보러가자(박물관/전시/기획전/특별전/테마전)•부산 축제 문화 공연 찾기•소풍•스폰서•스타포토 키오스크•쑥
쑥 어린이 공연나들이•아마오케•아트맵•애플맘 명소정보•주비온 - 주변 정보, 할인, 이벤트, 행사, 맛집, 배달, 미용•최신 영
화 순위•크라우드티켓•헤이페스티벌(HeyFestival) 대한민국 축제 여행•플레이 DB

관광
3D지도 아틀란 : 내비게이션•AhHa•dropin•FLYBUDDY•GeoGiGaNi(거기가니?)•Go camping 홈페이지(전
국 캠핑장 통합안내 사이트)•Halal Trip Korea•IFEZ•JSMC•K-Fi(Korea Free interpreter)•KidzTour 키즈투
어•KODOC•Korea Transit Guide•KTG - 다국어 대중교통 환승길찾기•Let’s go 전국여행 다님길•N SeouL 서울야경
명소•NOELS 온라인 플랫폼•On-Trip Korea•PathHelper•Pinstory.com•StepMate - 스텝메이트•TNDN여행 - 대
한민국의 모든 달콤한 정보•Touch Hiker•TOUROUND(투어라운드)•TravelMaker(트래블메이커)-국내여행가이드•Trip
Favorite•Tripcase•VR큐레이터•YOUYOU•가주나(가족주말나들이)•강원코스•겟인•경북테마여행•고메이 코리아•
고브이알(GoVR)•고팜(Go! farm)•관광지 검색기•국내 관광정보의 모든 것•국내여행 도우미 - 우리 어디가•국내여행총정
리(280만중독 여행앱)•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김해인포•까미노데꼬레아(대한민국 도보여행)•나랏말싸미•낭만호랑이
들의 여행 이야기•너와 함께, 서울•노랑풍선•놀아줄게•놀자늘자•농촌체험마을•누비국내여행•뉴픽케이션•다음 국내관
광 검색•도시탐험대•드라마여행•러닝런•레드캡투어•레드타이버틀러(Redtiebutler)•REDTABLE•로컬마스터•맘비
(Mombie)•맛조이투어플래너•몽땅서울•미디어로그•방방콕콕•백패커즈•베니키아•베프지도(BF.Zido)•부산 공공자전
거•비씨카드 완쭈안한궈(玩转韩国)•산 여행(등산/레저/스포츠)•서울이지투어•수원관광•스마트 투어 코리아•스테이코
(STAYKOR)•안 - 전업종 할인정보,TV맛집,전국여행/관광지 정보•야놀자펜션 - 펜션예약, 펜션할인, 풀빌라펜션, 여행, 숙박•
양양명품펜션•어바웃평창•어스토리(earthtory)•에브리트레일 - 등산 자전거 걷기 좋은길 여행•여행 챗봇(지도 표시)•여행
파트•여행가이드•여행노트•여행에 빠지다•여행은? 여하람•여행지도 - 오프라인지도, 길찾기, 지하철, 여행정보•영주시 스
토리텔링 - 영스클럽•예약왕•오늘밤엔•오십보, 백보(내 주변 음식점, 식당, 맛집 정보)•오지캠핑•온라인 한국어 화상회화 교
육•우리 어디가?•우리나라 문화유산•운전 중 관광포인트 자동 알리미•원앙소리•웨어고•웰컴투 코리아(대한민국 관광 가이
드)•위시빈(WishBeen)•은련통•이거나 들어(위치기반 음악 공유 SNS)•이리저리•이야 빠른예약•이지고•이지체크 핫플
레이스•이지트레블•자유Roam(자유롬) - 데이터 로밍이 필요 없는 여행앱•자유투어•전국계곡탐방(여름휴가/여행/관광)•
전국관광지도 앱•전주 여행 친구•전주의 모든 것•전주한바퀴•제주 관광지 입장요금•제주 착한가격식당•제주모바일•제
주해양문화올레•조인나우•지역알리미•체험 나들이 - 서울 도서관 공원 체험 이벤트•축제모아•캠프링크•캠프위크•캠프
촌•캠핑원•콕콕114•크리에이트립•탐나오 제주여행마켓•토끼풀(Talkyple)•투어2000 여행사•투어코리아•투트•트립
앤바이 제주•트립토리•트립포즈 - 한국여행정보포털•파크인서울(서울시 공원 정보)•펀펀코리아•펜션킹 - 펜션예약,펜션할
인,펜션어플,여행,숙박•프라이빗 가이드•플래닛위드•플레이 토브!•플레이플. 넷•핀온맵(Pinonmap)•하나투어•한국을
더하다•한진관광•핫츠고(Hotsgo)•해수욕장(해변/피서/휴가)•환잉꽝린•휴플 - 휴게소의 모든것•에이치맵(HMAP)•천
재교육 해법아이

디자인/이미지/도서
개인 출판을 위한 글쓰기 플랫폼 ‘북쓰담’•다락원 스마트 러닝•달항•라돈 : 3D 아트토이 컬러링 DIY KIT•세종아트 - 한국의
감성 선물•뷰티 크래프트 쇼핑몰•비블리, 책 좀 읽는 사람들•서울상징 벽시계(인테리어 디자인제품 적용)•잉크 - 독서 기록과
책 추천•전통 꽃문양 활용 면 반다나, 실크 반다나•컬러필 - 당신을 위한 컬러링 북•콘텐츠쉘빙•태권액션피규어 블루•플라
이북•한글 패턴 차주전자 세트 소로시•한류 제품을 위한 포장 디자인•친환경 페인트 벽지무늬

유물/유산/문화재
3D 온라인 전시/박물관•디지털 개방형 수장고•문화 유적지 증강현실 Visual Guide•박물관 나들이•실감 서비스를 위한 3D
뷰어서비스 와 3D데이터 홀로그램•쓰리디뱅크•아태무형문화유산•역사탐방•우리문화지킴이(우문지)•유적지 및 박물관의
효과적인 증강현실 가이드 - Visual Guide•제주항공우주박물관_스마트 도슨트 서비스•초, 중등생을 위한 역사여행 플랫폼, 놀
토•코리아마블 유네스코편

지식/정보/체육
매치백•사운드플렉스•DICO•private guide•Smile - 스마트한 출장 관리 어플리케이션•Worlmony Communication•
사운드 테라피•국민체조 다이어트 - 국민건강체조•나쁜기억지우개•노리투 앱•린더(linder)•문화서울•바로매치:축구팀
찾기•박빙•스포와이즈(SPOWISE) FMCS•스페이스 디텍트(SPACE DETECT)•앱탭•어느공원갈까?•엉아야 우리말 for
Android•올유학닷컴•원더플랜잇(Wonder Plan-it)•이지서치•타임블럭스(Timeblocks)•플레이콕•하비박스•한국문집
총간 - KRpia•한옥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종이 접기 한옥교실

PART03. 문화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례

APT는 젊은 창작자와 대중을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 커머스 앱으로, 자생하기 위
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하였던 아티스트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작되
었습니다. 본 앱을 통해 아티스트는 창작부터 홍보, 수익 활동까지 한번에 영위할
수 있으며, 함께 제공되는 문화데이터로 보다 다채로운 활동이 가능합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1. APT

관광

제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문화포털),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AXAXA
활용데이터	문화포털 전시/공연 일정, 문화포털 문화공간 정보, 한국관광공사 공연장 정보

디자인/이미지/도서

2. PL@Y

한국문화정보원

활용데이터	공연전시정보조회서비스

개발자/기업명 엔투스
홈페이지	entusapps.com

3. Wassup서울
대한민국 수도! Hi Seoul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 정보를 담은 어플리케이션입니
다.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개발자/기업명 Busang Inc

활용데이터	서울시 문화행사 기간 검색, 서울시 문화행사정보 장르별 검색, 서울시 문화행사정보 명
칭 검색, 서울시 문화행사정보 장소명 검색

097

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영화/뮤지컬/연극/콘서트 등 관람 후 간편하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티켓북 스
타일의 문화생활 전용 포토 캘린더입니다.

4. 네이버 축제검색
네이버 검색을 통해 축제를 찾는 사용자들에게 전국의 지역축제 정
보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개발자/기업명	네이버

활용데이터 예술지식 축제문화정보 서비스

5. 놀자GO
위치기반으로 맛집, 여행지, 공연, 축제를 추천받고 공유하는 놀이문화 서비스입
니다. 내 주변의 검증된 맛집, 여행지, 축제를 알려주고, 찾아가기 쉽도록 자동차
내비게이션/도보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줍니다. 좋아하는 맛집, 여행지, 축제를 즐
겨찾기 등록하고 필요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친구에게 알려주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개발자/기업명 렉스킹스

활용데이터	놀이문화 정보

6. 대한민국축제
대한민국 축제는 당월 진행 중인 축제, 다가오는 축제, 지역별 축제로 선별한 정보
를 제공 받아볼 수 있으며 축제에 대한 정보와 함께 뉴스, 블로그 등을 통해 추가
로 필요한 축제의 정보를 별도의 검색이 필요없이 클릭 한번으로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프랜즈

활용데이터	한국관광공사LOD(국문축제/행사/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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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축제, 전시 등 다양한 문화/여가 이벤트 정보를 일정, 지역, 카테고리 기반으
로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7. 렛플레이(LetPlay)

관광

제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정보원
개발자/기업명 크레디오

활용데이터 공연정보, 축제정보, 전시정보

홈페이지	letplay.co.kr

디자인/이미지/도서

8. 모두의스테이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활용데이터	㈜엔터크라우드 자체 데이터

개발자/기업명 (주)엔터크라우드
홈페이지 modoostage.com

9. 뭐할까
뭐할까 앱은 일주일 단위로 열리는 행사, 공연, 전시 및 박스오피스, 야구스케줄
등 예체능 스케쥴을 소개하는 앱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행사/축제 정
보, 문화포털이 제공하는 연극/공연/콘서트/전시 정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공
하는 영화 순위, 마지막으로 야구 경기 스케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기간/지역별 검색이 가능하며 하나의 앱에서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김지영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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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공연장 대관 중개 서비스 ‘모두의스테이지’는 찾기 힘든 공연장 대관정보를 모아
놓은 곳입니다. 전국 1,200여곳의 공연장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으며 공연에 가장
적합한 공연장을 추천하고 대관을 도와드립니다.

10. 버스킹플레이
버스킹플레이는 거리공연자와 공연 공간을 연결하는 공유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공기관 및 민간과 실내외 다양한 공간의 제휴를 맺어 공연자와의 소통을 가능케하
고, 관객들에게 공연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TourAPI

개발자/기업명 버스킹티비 주식회사
홈페이지 buskingplay.com

11. 보러가자(박물관/전시/기획전/특별전/테마전)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특별한 전시’를 만나다.
서울 지역 국립, 공립, 사립 박물관의 기획전 정보 제공, ‘보러가자’는 전시명, 주
제, 관람시간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장소를 누르시면 지도로 연결됩니다. 공유
아이콘을 통해 친구들에게도 정보를 알려줄 수 있으며, 새로운 전시가 진행되면
푸시(알림)으로 소식을 전해줍니다

제공기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등
개발자/기업명 Chicle
홈페이지

활용데이터 서울시 국·공립 박물관, 기획전/특별전 정보

blog.naver.com/chicle_psw

12. 부산 축제 문화 공연 찾기
부산 축제 문화 공연 찾기 앱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Open API를 사용
하여 부산의 축제/문화/행사 현황리스트를 위치 기반으로 탐색 가능하며, 포털과
연계한 축제 검색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개발자/기업명 JongHyun Kim

활용데이터	부산광역시 문화축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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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약 1600개의 축제정보와 축제장 인근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
이션입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13. 소풍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주)아람솔루션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uaram.co.kr/

디자인/이미지/도서

14. 스폰서

한국관광공사, 관광부 문화포털

개발자/기업명 스폰서

활용데이터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정보원(문화포털)
홈페이지

https://www.indisponsor.com/

15. 스타포토 키오스크
문화,체육,관광시설의 티켓발권 및 운영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발
권솔루션 서비스입니다.관광객들이 스타와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문화 및 관광시설에서 근거리 통신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정보원

개발자/기업명	(주)아이오로라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예술지식 축제문화정보 서비스, 공연전시정보조회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i-aurora.co.kr/kor/business_starphotokios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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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공연자를 위한 토탈 솔루션 제공 및 공연장소 정보와 배달/ 수거 서비스가 결합된
공연장비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16. 쑥쑥 어린이 공연나들이
쑥쑥 어린이 공연나들이는 가족공연, 나들이 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제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 기타
개발자/기업명 Dreammiz co.,ltd
활용데이터	전시관 상설전시 정보, 국립어린이민속박물관 공연전시 정보

17. 아마오케
아마오케는 전국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를 지도기반으로 소개해주는 웹서비스입니
다. 현재, 아마오케는 141개의 오케스트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동네 오케스트라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지
도로 보여드립니다. 찾는데 어떤 비용도 들지 않아요! 항상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개발자/기업명 아마오케

활용데이터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공연 및 전시 정보(수시)
홈페이지

amaorche.com/concert

18. 아트맵
아트맵은 사용자의 소중한 피드를 분석하고 데이터화시켜 사용자의 취향,위치,호감
도 기반으로 전시회 작품, 작가를 추천하는 데이터 분석 미술품 추천서비스 모바일
앱입니다.

제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개발자/기업명 아트맵
활용데이터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정보,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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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맘은 가족과 함께 가볼 만한 서울의 이곳 저곳을 정리해 놓은
관광 정보 콘텐츠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박물관, 유적지, 랜드마크,
테마별 관광명소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19. 애플맘 명소정보

관광

제공기관	서울시

개발자/기업명 체험팩토리

활용데이터	서울시 데이터포털

홈페이지 http://www.appledodo.co.kr/

공공데이터포털

활용데이터	전국 착한가격업소 현황

개발자/기업명 블루스탬프1981
홈페이지 http://jubion.com/

21. 최신 영화 순위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의 순위를 조회하는 서비스 앱입니다. 순위는 해당 조회기
간의 전국 관객수 기준입니다. 일일 박스오피스 영화 순위는 당일을 제외한 어제
날짜까지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간/주말 박스오피스 영화 순위는 일주일전 기
준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공기관	영화진흥위원회

개발자/기업명 김경태

활용데이터	영화정보 Open-API, 박스오피스 정보
홈페이지

https://iefriends.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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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주비온은 위치 기반으로 할인, 행사, 이벤트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앱입니
다. 상세 페이지에서는 포장/배달/주차/위치/메뉴 등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디자인/이미지/도서

20. 주비온 - 주변 정보, 할인, 이벤트, 행사, 맛집, 배달, 미용

22. 크라우드티켓
나인에이엠은 크리에이터, 아티스트를 위한 온디맨드 티켓팅 플랫폼 스타트업으
로 예술가 데이터 및 공연 데이터를 관심사에 맞게 이용자에게 큐레이션하여 제
공한다.

제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예술위원회

활용데이터	전시/정보, 예술인 정보

개발자/기업명 나인에이엠
홈페이지 https://crowdticket.kr/

23. 헤이페스티벌(HeyFestival)
모바일 디바이스(스마트폰, 테블릿PC, 스마트워치 등)를 이용하는 지역축제 방문
객들에게 원하는 축제정보와 맞춤형 콘텐츠 및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애플리케
이션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와이즈인컴퍼니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24. 플레이 DB
공연 전문 컨테츠를 기반으로 한 공연전문 매거진 관련 모바일 앱입니다. 공연
의 할인 정보와 쿠폰을 제공하며 테마별 매거진을 발간합니다. 상세한 공연 정
보 역시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기타

개발자/기업명 인터파크

활용데이터	국립중앙 극장 공연예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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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에 최적화된 세련된 고품질 3D지도 아틀란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하
고, 담아보고, 펼쳐보며 가지고 놀 수 있는 지도입니다. 가고 싶은 장소를 담고, 담
아둔 장소를 지도 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분 단위 실시간 자동 업데이트로
교통정보를 반영한 내비게이션 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25. 3D지도 아틀란 : 내비게이션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개발자/기업명 맵퍼스
홈페이지 http://www.atlan.co.kr/

디자인/이미지/도서

26. AhHa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Tae-Min Ahn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27. dropin
dropin은 국내 쇼핑, 맛집, 뷰티 등 내 주변 가볼 장소를 외국어로 추천해주는 서
비스입니다. 한국지도를 영, 일, 중어 및 한국어 병행표기로 제공하고, LBS 기반
관광/쇼핑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전국 지하철 및 KTX 이동 경로, 가장 빠른 버스
정보, 전국 51개 도시 보행자 길안내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특별시청
개발자/기업명 ㈜에스앤비소프트
홈페이지

활용데이터 추천관광지, 전국 관광숙박시설 현황

www.snbsof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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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AhHa는 원주 여행시 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코스 7개를 랜덤으로 알려주고, tv에
출연한 관광지 및 지역 축제들을 소개해주는 모바일 앱입니다.

28. FLYBUDDY
플라이버디는 여행 친구를 찾아주고 여행 일정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품화되지 않아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 볼거리, 공연, 안전 여행 팁 등을 추천해
주기 위한 실시간 채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출국 시 남는 수하물 허용량에
Uber나 Airbnb와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접목해 여행자는 여행비에 보탬이, 요
청자는 불필요한 국제 운송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FYLBUDDY PTE LTD

활용데이터	관광지/축제/숙박/음식/관광정보 홈페이지 flybuddy.com

29. GeoGiGaNi(거기가니?)
GeoGiGaNi는 매주 어디를 갈지 고민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여행지 및 관광지를
추천해주는 웹사이트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개발자/기업명 Shim Kangseop
홈페이지 https://www.geogigani.com/

30. Go camping 홈페이지(전국 캠핑장 통합안내 사이트)
전국의 공공 및 민간 운영 캠핑장의 세부정보와 주변 관광정보를
TOUR API와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제공합니다. 자연휴양림, 국립
공원, 도심캠핑 등 테마별 캠핑장 정보도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개발자/기업명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www.gocamp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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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하는 이슬람 관광객이 필요한 다양한 이슬람 인프라를 한곳에서 검색
하여 여행 중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기도시설, 무슬림 마트를 포함 음
식점 정보를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검색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여행 중 부족한 한국의 이슬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
스입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31. Halal Trip Korea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음식점 정보

개발자/기업명 앱스인도네시아
홈페이지 Appsindonesia.co.id

디자인/이미지/도서

32. IFEZ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www.ifez.go.kr

개발자/기업명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33. JSMC
핸드폰 로밍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국의 유심카드를 판매/임대하는 서비스입니
다. 어플로 신청하면 입국 전 택배 배송 또는 공항 등 지정된 장소에서 유심을 수
령해, 로밍비용의 최고 26배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료도 저렴
하며, 에그/핸드폰 렌탈도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JSMC

활용데이터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홈페이지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ncapro.jsmcu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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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2014년 11월 24일 정식 오픈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웹사
이트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개 및 인천의 관광지, 문화시설, 숙
박 시설, 축제/행사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IFEZ Smart City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병/
의원. 약국 등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 K-Fi(Korea Free interpreter)
인터넷 모바일 무료 전화 통역서비스입니다. 전화번호가 불필요하며, 원터치로 안
내센터 전문 통역사와 연결됩니다. 사용 언어 통역사 대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
인할 수 있으며, 위치기반 관광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합니다. 관광객용 무료 와이
파이 위치 확인 서비스 역시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제이엠피시스템

홈페이지 http://jmpsys.com/kr/

활용데이터	WiFi Zone현황, 일문/서어 관광정보 서비스, 중문 번체/간체 관광정보 서비

35. KidzTour 키즈투어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기록 ‘KidzTour’
TourApi를 통해 여행지 정보를 조회하고, 여행지에 대한 리뷰를 작성한 후 작성
된 리뷰들을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모바일 앱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batfl!p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36. KODOC
KODOC은 한국의 전문 의료진을 중국인에게 소개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또한
앱을 이용하는 중국인에게 병원정보를 기준으로 병원 근처의 맛집과 숙박정보 등
도 제공합니다. 획득한 포인트로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국 병원과 연
계된 진료 시스템은 전문 의료진과 직접 상담할 수 있게 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SEEHAA

활용데이터	중문 간체 관광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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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외국인을 위한 지도 기반 대중교통/택시/도보 길찾기 앱 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택시/도보 길찾기, 출발지/목적지 검색, 다국어(한국어/중국어/일어/영
어) 지원이 제공됩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37. Korea Transit Guide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주)아로정보기술

활용데이터 Tour API 3.0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Tour API 3.0

개발자/기업명 (주)아로정보기술
홈페이지 http://www.odsay.com/index

39. Let’s go 전국여행 다님길
전국의 여행지를 중심으로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방적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과 관광지 후기 등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
해드립니다. 이용 후기 작성 시 포인트를 제공하며, 포인트는 다님길책자신청 및
문자 예약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출일몰정보, 물때시간표, 버스 시간
표, 기차 시간표와 날씨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개발자/기업명 raonbnp
홈페이지	http://travel2.raonwe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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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지도 기반 대중교통 길찾기 어플입니다. 내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대중교통 및
도보 경로가 지도에 표시됩니다.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모든 정보가 제공되며 환승
정보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변 관광 정보와 경로 역시 제공합니다.

디자인/이미지/도서

38. KTG - 다국어 대중교통 환승길찾기

40. N SeouL 서울야경명소
서울시티투어버스의 야간 코스 및 30여곳 서울야경명소를 대표적 명소/숨겨진
명소/고궁 등 카테고리로 분류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각각의 명소에는 4장의
야경 사진이 소개되고,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외국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날씨 정보와 대중교통 접근성, 길 안내와 관광 코스 안내 정보를 제공합
니다.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개발자/기업명 In.Q Project

활용데이터	서울시 관광거리 정보(한국어), 서울시 분류별 관광명서 현황(한국어), 서울시 분류별 관
광명소 현황(영어), 서울시 관광거리 정보(영어)
홈페이지

inqproject.blog.me

41. NOELS 온라인 플랫폼
NOELS는 일상에서의 도전과 즐거움 추구를 위해 다양한 레저문
화(스포츠, 축제, 문화이벤트 등) 컨텐츠를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컨텐츠 공유 플랫폼입니다. 행사 참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검색, 공유하고 참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NOELS

활용데이터	국내 관광정보 DB, 축제/관광정보 홈페이지 www.noels.kr

42. On-Trip Korea
On-Trip Korea는 한국의 여행, 관광 정보를 여행객들에게 제공해주는 모바일 앱
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Real Korea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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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Helper는 서울의 관광명소를 테마별로 경로 안내를 도와주며, 원하는 관광
명소를 골라 나만의 코스로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 앱입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43. PathHelper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트레블메이커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디자인/이미지/도서

44. Pinstory.com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개발자/기업명	이종혁
홈페이지 pinstory.com

45. StepMate - 스텝메이트
StepMate - 스텝메이트는 공공 API에서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의 무장애 여행
정보를 기반으로 한 관광 모바일 앱입니다. 다양한 필터링을 통해 여행지 정보를
검색하고 위치 정보, 상세한 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팅크토스

활용데이터	무장애 여행 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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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내의 관광지, 맛집, 숙박 정보를 제공하는 웹 어플리케이
션입니다. 인기별, 내 주변 거리별 고나광 정보를 국문 및 영문, 일문, 중문 간체와
번체로 제공합니다. 주간으로 갱신되는 인기도 랭킹 정보 역시 제공합니다.

46. TNDN여행 - 대한민국의 모든 달콤한 정보
대한민국의 모든 음식점을 티엔디엔 자체의 랭킹에 따라 제공하고, 분위기 있는
음식점과 한국 특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점을 소개합니다. 여행자에 맞춘 디
자인으로 보기 편한 메뉴판을 즐기고, 알리페이/위쳇페이로 환전 걱정없이 자국
처럼 결제할 수 있습니다. 길 안내 기능과 실시간 환율 계산도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개발자/기업명 ㈜티엔디엔

활용데이터	중문관광정보, 식품안전정보(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tndn.net

47. Touch Hiker
2017 스마트 관광 앱개발 공모전을 목적으로한 관광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한국
관광공사의 Tour API를 활용하여 국내의 모든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며, 관광지의
특징에따라 증강현실 게임과 퍼즐게임을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개발자/기업명 rladbsxo95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48. TOUROUND(투어라운드)
360도 카메라를 통해 관광지, 숙박지, 음식점의 주변을 전범위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관광 모바일 앱입니다.

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김주형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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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여행 한 번 가볼까? 누구나 쉽게 만드는 국내 여행 가이드 ! 누구나 쉽
게 국내 여행 가이드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명소, 맛집, 숙소 정보
를 보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49. TravelMaker(트래블메이커) - 국내여행가이드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Afterwork Studio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디자인/이미지/도서

50. Trip Favorite

문화체육관광부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개발자/기업명 강성민
홈페이지 http://www.tripfavorite.com/

51. Tripcase
여행 일정 관리 앱 서비스로, 항공편 일정, 호텔 예약, 렌터카 예약 등을 하나의 앱
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항 터미널 및 게이트 정보를 휴대폰에서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으며, 항공편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으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항공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에게
특히 적합한 앱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이종혁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abre.tripcase.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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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국내 축제 및 여행 코스 추천 앱으로 현재 진행 중인 축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
니다. 지역별, 기간별 여행 코스를 제시하며, 현재 위치에서 가볼 만한 관광 정보
를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실시간 국내 축제 정보, 엄선한 여행 코스, 주변
관광지 정보 제공 등이 있습니다. Tmap,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Apple 지도 길찾
기 연동이 가능하며 축제, 여행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52. VR큐레이터
VR 큐레이터는 360도 VR영상을 기반으로 현장감을 보장하는 큐
레이팅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문화 관광 장소 및 건축물을 문화/역
사 탐방의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이미지, 텍스트, 음성 해
설 및 외부 링크를 통한 웹페이지와 동영상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 받습니다.

제공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인하대학교 철학과VR랩실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53. YOUYOU
YOUYOU는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온라인 채팅으로 관광명소
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local friend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54. 가주나(가족주말나들이)
가주나는 주말나들이를 다니는 가족 및 연인을 위해 나들이코스 정보 서비스를 제
공합니다. 주말 가족 나들이 장소, 코스, 맛집 정보 등을 사용자의 동선, 테마, 이동
거리, 소요시간, 이벤트 등을 고려해 최적으로 맞춤화된 나들이 코스 계획을 설계
하고 제공합니다.

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개발자/기업명 TD코리아
홈페이지 www.gaju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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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코스는 강원도 지역 여행지, 축제, 공연, 행사 정보를 제공하여 나만의 여행코
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앱입니다. 여행지 간에 실제 차량이동 거리
를 계산을 통한 거리정보 및 경로정보를 제공하며 나의 여행코스를 다른 사용자들
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55. 강원코스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IBK시스템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디자인/이미지/도서

56. 겟인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 정보

개발자/기업명	최영진
홈페이지 http://www.getin.kr/

57. 경북테마여행
경상북도를 여행할 때 필요한 여행정보를 제공합니다. TourAPI를 활용해 경북지
역의 시군별 관광명소, 숙박, 식당, 코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북 지역 맛 코스, 한
옥, 템플스테이, 의료관광, 새마을관광 등의 테마 콘텐츠와 나의 여행 만들기, 다
이어리 쓰기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개발자/기업명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www.g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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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겟인은 국내 숙박, 여행, 축제, 맛집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입니다. 각 메뉴별 상세페이지에서 세부항목별 정보를 살펴볼 수 있
으며, 지도를 통해 지역별 검색이 가능합니다. 숙박, 여행, 축제, 맛
집과 관련한 종합 관광 여행정보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58. 고메이 코리아
고메이 코리아는 T map 과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사용하여
더 다양한 한국의 맛집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주)에이엔티홀딩스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59. 고브이알(GoVR)
360도 VR영상 플랫폼 모바일 앱입니다. 전국 주요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
게 가상현실(VR)로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VR Movie 및 APP 그리고
HMD(Gear VR, Oculus Rift, Vive, Cardboard)까지 VR 관련된 모든 정보
를 큐레이션 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GOVR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60. 고팜(Go! farm)
농촌마을,관광지, 맛집, 지도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제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개발자/기업명	NH여행

홈페이지 https://gofarm.nhtour.co.kr/

활용데이터	농어촌체험마을, 체험마을 잠잘거리, 체험마을 시설, 캠핑, 동영상 및 후기, 체험마을
먹거리, 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 체험마을 즐길거리, 체험마을 체험쇼핑, KOTRA 해
외전시장 정보 조회 서비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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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검색기는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검색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관광지의 상
세정보를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입니다. 검색해 만든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61. 관광지 검색기

관광

제공기관

기타

개발자/기업명 Good Fortune Studio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최진욱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63. 국내여행 도우미 - 우리 어디가
새로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위치 기반으로 주변 관광지 및 문화시설 등을 선택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명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위치를 표기하며, 검색
반경 또한 조정 가능합니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지원합니다.

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경상북도청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영문 관광정보 서비스,일문 관광정보 서비스, 중문 간체 관광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tarkarn.wherew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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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국내 관광정보의 모든 것은 국내 여행, 축제, 행사 정보를 여행자들
에게 제공해주는 웹사이트입니다.

디자인/이미지/도서

62. 국내 관광정보의 모든 것

64. 국내여행총정리(280만중독 여행앱)
국내여행총정리는 대한민국(전국)의 여행정보를 6만여건 담고 있습니다. 커뮤니
티를 통해 여행친구들을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개발자/기업명 와우플랜
홈페이지	www.wowplan.co.kr

65.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직접 경험하기 힘든 탐방취약계층과 외국인
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를 제공합니
다. 특화 콘텐츠 개발과 자연이 주는 치유를 선사할 수 있는 테라피
콘텐츠의 개발로 국립공원의 새로운 자연탐방 문화를 창출하는 서
비스입니다.

제공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개발자/기업명	인투넷미디어

활용데이터 국립공원 VR영상

66. 김해인포
경상남도 김해의 생활정보 및 맛집을 제공하는 개인블로그로, 문화
유적, 볼거리 등 관광정보도 있습니다. 김해시청의 실시간 공지사항
정보, 학교와 병원 및 약국, 어린이집 등 행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경상남도 김해시청

개발자/기업명	박성식

활용데이터	음식점, 시정정보, 관광지정보 조회서비스

118

PART03. 문화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례

국내에서 도보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도, 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
리케이션입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67. 까미노데꼬레아(대한민국 도보여행)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TEAM HJ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디자인/이미지/도서

68. 나랏말싸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개발자/기업명 ChocoNut

활용데이터 순화어 서비스

69. 낭만호랑이들의 여행 이야기
자신의 현재위치를 기준으로 여행이야기와 추억을 나누는 커뮤니티 서비스입니
다. 축제/행사 안내는 물론, 코스를 추천하며 여행 뉴스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개발자/기업명 김용주
홈페이지	http://www.horangi.kr/rtTour.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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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나랏말싸미는 한국어에 남아있는 일본어투 용어, 무분별하게 들어와 남용되는 외
국어, 어려운 한자어, 잘못 표기된 외래어 등을 순화하여 한국인이 쓰기 쉽고 듣기
쉬운 “바르고 고운 토박이말”로 다듬어 주는 모바일 앱입니다.

70. 너와 함께, 서울
너와 함께, 서울은 각자의 성향에 맞게 여행을 맞는 여행 코스를 카테고리별로 정
리하고 동행자를 매칭해 함께 여행을 다닐 수 있는 모바일 앱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W-Vertex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71. 노랑풍선
노랑풍선은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행지역에 대한
안내와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각국 여행 정보와 할
인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외교부

개발자/기업명	노랑풍선

활용데이터	여행경보제도

홈페이지 http://www.ybtour.co.kr

72. 놀아줄게
국내에서 도보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도, 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
리케이션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개발자/기업명 (주)파크엘아이씨티
활용데이터	한국관광 100선 관광정보,전국 관광지 정보, 각 역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역별 주소
및 전화번호, 지하철 다국어 역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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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는 농촌관광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농어촌 정보를 식(食)/
주(住)/락(樂)에 맞춰 제공합니다. 지역별 맞춤 관광 명소와 주변 맛집, 숙박 등을
Tmap으로 안내합니다.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맞춤 테마여행을 추천합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73. 놀자늘자

관광

제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된다고하게팀

활용데이터	농어촌체험마을, 먹거리, 체험프로그램, 즐길거리, 체험쇼핑
홈페이지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oonjr.farmtour

디자인/이미지/도서

74. 농촌체험마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ie프렌즈

활용데이터	마을탐방기, 체험장, 체험후기, 맛집&숙박, 축제&쇼핑

75. 누비국내여행
누비국내여행은 국내 여행 추천 정보, 내 주변 및 지역 여행 정보 등 전반적인 국
내 여행과 관광지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보여주는 모바일 앱으로 일정 관리가 가능
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wsseo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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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농어촌을 체험하고자 하는 분들께 웰빙마을을 소개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입
니다. 이달의 추천 마을, 자연휴양형 마을, 전통문화형 마을, 농촌체험형 마을 등
의 정보를 안내하고 웰촌 그리미 마을 탐방기, 여행작가 추천 마을 탐방기 등의 다
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76. 뉴픽케이션
뉴픽케이션은 전국 1000여 개의 포토 존의 정보와 포토존에서 누구나 쉽게 사진
을 찍을 수 있도록 사진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TeamNIDEA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77. 다음 국내관광 검색
포털사이트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국내 여행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위치
기반 관광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외교부

개발자/기업명	다음커뮤니케이션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daum.net/

78. 도시탐험대
도시탐험대는 놀이를 통해 대한민국 도시의 지리·역사·사회·문화를 배우도록 도
와주는 모바일 앱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BUBU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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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의 한국 드라마 팬들을 대상으로, 촬영지와 여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행
공유를 통해 사용자 간 커뮤니티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어 번역 작업을 준비
하는 중이며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 예정입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79. 드라마여행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DEVBAND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영문 관광정보, 일문 관광정보, 중문 간체 관광정보
홈페이지

http://www.devband.com/

디자인/이미지/도서

80. 러닝런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메이컨즈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81. 레드캡투어
레드캡투어는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행지역에 대
한 안내와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각국 여행 정보와
할인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외교부

개발자/기업명	레드캡투어IT팀

활용데이터	대륙 구분코드, 국가별 안전정보, 여행금지제도, 여행경보제도
홈페이지

http://www.redcaptou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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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러닝런(Running Learn)은 아이들이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 공간을 돌면서 숨
겨진 체험미션을 찾아내고 미션 해결을 위해 정보를 탐색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앱입니다.

82. 레드타이버틀러(Redtiebutler)
레드타이버틀러는 에어비앤비 호스트와 게스트를 위한 컨시어지
서비스입니다. 숙소까지의 길안내와 숙소 이용정보 등을 제공합
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레드타이

활용데이터	영문, 불어, 독어, 국문, 노어, 서어, 일문, 중문 관광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www.redtiebutler.co.kr

83. REDTABLE
여행자는 현지어를 모르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써놓은 리뷰를 검색할 수 없습니다.
REDTABLE은 현지인이 작성한 빅데이터에서 진짜 메뉴를 찾아내고, 현지를 몰
라도 쉽게 주문하고 모바일로 바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청

개발자/기업명 레드테이블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전국 1,200대 주요상권DB
홈페이지

www.redtable.global

84. 로컬마스터
로컬마스터는 각 지역의 숨겨진 맛집, 볼거리, 놀거리를 소개하고 해당 장소에 대
한 미션을 제공하여 그 미션을 수행하는 모바일 앱입니다.앱을 통해 제공되는 미
션의 보상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골드를 얻을 수 있으며 문화상품권 등 다
양한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모비턴트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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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비는 날씨정보는 물론, 맘비들의 이동시간, 거리, 칼로리 소모량까지 관리하여
나들이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나들이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유모차 동반 외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추천 나들이 경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위치, 유모차 탑
승 열차위치 등)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장소정보 안내는 물론, 해당장소와 근처에
있는 유아편의시설정보까지 제공합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85. 맘비(Mombie)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발자/기업명 커넥터스
활용데이터	국내관광정보, 공연전시목록

홈페이지 Mombie.kr

디자인/이미지/도서

86. 맛조이투어플래너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구)도로명주소조회서비스

개발자/기업명	손태영
홈페이지 http://www.matjoy.kr/

87. 몽땅서울
몽땅서울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550여가지의 문화 / 예술 / 공연 / 콘서트 등과
같은 문화행사를 안내하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입니다.평가를 하면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여러분 개개인의 선호도에 맞춰서 순위별로 추천해 보여드
리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개발자/기업명 영운

활용데이터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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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현지를 잘 알고 있는 현지인과 관광객을 연결시켜, 서로간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만드는 지역문화 중심 관광 안내 서비스입니다.

88. 미디어로그
20~30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웹 서비스로, 공연정보
API와 통신하여 노출하며 문화카테고리에 공연정보를 무료로 제
공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활용데이터	공연정보조회서비스

개발자/기업명	미디어로그
홈페이지 https://www.medialog.co.kr/

89. 방방콕콕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관광지와 관광지 주변의 다양한 맛집과 숙소, 축제 정보 까
지 총망라한 종합 관광사이트이자 여행지 추천 서비스입니다.
유명한 관광지뿐만 아니라 곳곳에 숨어있는 장소까지 모두 알려주어 색다른 명소
를 찾는 이들에게 유용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이노스닷컴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홈페이지 http://www.bbkk.kr/
http://www.i-nos.com/

90. 백패커즈
백패커즈는 여행을 다니며 관광도시, 명소를 단계별로 도감을 수집하여 완성하는
증강 현실 게임 모바일 앱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PlonVei Co.,Ltd.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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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키아(BENIKEA)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비지니스호텔 체인브랜드로
‘베스트 나이트 인 코리아(Best Night in Korea)’를 의미하고 국내외 여행객들에
게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합니다.
전국의 “베니키아(BENIKEA)” 체인호텔의 지역별, 테마별 숙박정보, 이용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간단한 절차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91. 베니키아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한국관광공사-베니키아사업팀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영문 관광정보 서비스,중문 간체 관광정보 서비스,일문 관광정보
서비스
www.benikea.com/main.do

디자인/이미지/도서

홈페이지

92. 베프지도(BF.Zido)

개발자/기업명	Wansoo Im

활용데이터	무장애 여행 정보 서비스,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93. 부산 공공자전거
부산 공공자전거(https://u-bikd.busan.go.kr)에서 운영중인 ‘자전거’와 ‘자
전거 거치대’ 실시간 현황을 제공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부산 공공자전거의 요
금안내 및 주의사항 등을 보실 수 있으며 자전거의 대여 위치를 약도와 함께 제
공합니다. 만약 자전거가 고장이 났다면, ‘전화걸기’를 통해 손쉽게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개발자/기업명 ShakeJ

활용데이터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실시간대여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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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유물/유산/문화재

베프지도(BF.Zido)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들을 위
해 가고싶은 장소를 등록하고 추천하며 방문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모바일 앱입
니다.

94. 비씨카드 완쭈안한궈(玩转韩国)

BC카드가 제공하는 완쭈안한궈(玩转韩国)는 요우커(游客)에게 한국여행에 필
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전국 유명 여행지, 맛 집 추천은
물론 맞춤형 여행설계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중국어 지도 서비스, 무선통신상
품 렌탈 예약 및 결제, 지하철 노선검색 및 공항버스 위치 조회 등 요우커의 편리
한 관광을 지원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비씨카드㈜

활용데이터	중문 번체 관광정보

홈페이지 https://www.bccard.com

95. 산 여행(등산/레저/스포츠)
대한민국 전국의 산과 관련된 여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변 음식점, 숙박, GPS
를 이용한 주변 명산 등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이태권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96. 서울이지투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의 관광지/문
화시설/숙박/음식/쇼핑/여행코드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장도곤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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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관광앱(Suwon tour App)은 수원시 관광, 숙박, 음식점 등 수원관광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수원화성 축제 및 이벤트 행사 정보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바일 앱입니다. 행사 위치에 따라 숙박, 음식점 소개를 문화데
이터를 연계하여 자동 노출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97. 수원관광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웹스톰(webstorm)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디자인/이미지/도서

98. 스마트 투어 코리아

개발자/기업명 STKorea
활용데이터	일문 관광정보 서비스, 중문 간체 관광정보 서비스,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99. 스테이코(STAYKOR)
지도기반으로 대한민국 숙소예약과 테마별 여행정보 제공 및 근처 여행지를 추천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구비시설 및 호실별 상세정보를 제공하며, 테마별, 요
새 핫한 여행정보들이 가득합니다. 지도에서 빠르게 검색하는 근처 여행지 추천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Bromine Corp.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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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유물/유산/문화재

대한민국을 방문한 여행객들에게 자국어로 제공되는 모바일 앱입니다. 문화 관광
지, 목적지 인근정보, 번역기, GPS, 지역별 날씨정보, 환율계산기, 숙박, 맛집, 행
사 및 공연, 여행지 별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 7만여 건의 관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지원되며 컨텐츠의 상세
내용은 9개의 언어로 제공 됩니다.(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간체, 번체), 독일
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100. 안 - 전업종 할인정보, TV맛집, 전국여행/관광지 정보
안은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모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식당, 배달, 주류, 미용, 뷰티,
헬스 등 일상과 관련된 모든 업종은 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로그인, 선
결제, 선확인 없이 최대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개발자/기업명 안라이프
홈페이지 http://anlife.kr/

101. 야놀자펜션 - 펜션예약, 펜션할인, 풀빌라펜션, 여행, 숙박
야놀자 펜션은 전국 인기 펜션의 정보를 모아 지역별, 테마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시간 최저가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으며, 풀빌라 펜션, 스
파 펜션, 워터슬라이드 펜션 등 독특한 테마의 펜션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기상청

개발자/기업명 야놀자트래블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신)동네예보정보조회서비스, 중기예보정보조회서비스
홈페이지

www.yapen.co.kr

102. 양양명품펜션
양양명품펜션은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양양
지역 여행자를 위한 여행지 및 축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이트에서
는 펜션 정보, 테마별 관광지별 펜션 소개, 강원지역 여행지 정보, 맛
집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플라이메이트

활용데이터	양양 관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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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웃평창앱은 평창 맛집 에서부터 관광지, 평창올림픽 영상을 모아둔 평창만을
위한 모바일 앱 입니다.
평창올림픽의 건승을 기원하며 만들었으며, 올림픽의 개최지로 선정된 평창에 여
행가시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 앱입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103. 어바웃평창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elice dev.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전병우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일문 관광정보 서비스,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earthtory.com/ko/

105. 에브리트레일 - 등산 자전거 걷기 좋은길 여행
에브리트레일은 우리나라 걷기 좋은길, 걷기여행길, 등산코스, MTB코스를 공유
하는 어플입니다. 우리나라 걷기 좋은 길은 다음 지도, 해외 트레킹은 구글 지도로
보여줍니다. GPS 산행 기록이 있다면 트랙을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직
접 다녀온 산행 기록 , 자전거 여행의 시간과 거리, 경로의 들머리와 날머리, 본인
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합니다.

제공기관	조달청, 산림청 국립수목원, 기상청
개발자/기업명 soundbread
활용데이터	입찰공고정보, 세부품명 물품분류체계, 계약정보, 사전규격정보, 물품목록정보, 식물
자원 서비스, 기상청 API
홈페이지

http://an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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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전세계 주요 여행지 및 인근 인기 명소 등을 확인하고 경로 안내 등의 기능을 제공
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세계 주요 여행지를 나라별로 영문, 국문, 일문으로 나
눠 볼 수 있으며 호텔 검색, 최저가 항공권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신이
만든 일정을 다운로드하여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이미지/도서

104. 어스토리(earthtory)

106. 여행 챗봇(지도 표시)
여행 챗봇(지도 표시)은 현재 위치의 근처 맛집, 명소 등을 제목 뿐만 아니라 내용
을 검색하여 확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앱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AACE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107. 여행 파트
여행 파트는 사용자들에게 관광지 정보 및 길찾기 정보, 관광지 지역의 여행코스
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SMU1994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108. 여행가이드
여행가이드 앱은 지역별 관광지, 축제 행사 정보를 제공하는 앱입니다. 한국관광
공사의 국문 관광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내 위치 주변의 관광지 및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SNS와 연동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최석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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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노트는 사용자가 여행을 다니면서 여행기를 실시간으로 작성하고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관광자원 70000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보
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코스대로 여행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스페셜 코
너를 통해 여행 전문가, 사진 전문가의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109. 여행노트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여행노트앤투어

활용데이터	국내관광정보DB

홈페이지 www.tnote.kr

디자인/이미지/도서

110. 여행에 빠지다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이기범

활용데이터	한국관광공사 생태관광정보 서비스,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111. 여행은? 여하람
포털 네이버 카페 여행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앱으로 변환한 것으로, 주요 관광 정
보 및 여행 영어/중국/일본어의 통역 기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와 교
통 정보, 비자 정보 및 환율 검색을 통해 다방면으로 여행을 보조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목도균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hanqua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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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여행에 빠지다는 전국의 각종 관광지와 축제정보를 알려주며, 해당 지역에 맞는
여행코스를 제공해주는 모바일 앱입니다.

112. 여행지도 - 오프라인지도, 길찾기, 지하철, 여행정보
여행지도는 별도의 데이터 사용 없이 실시간 지도 및 내비게이션 사용이 가능한
여행플랫폼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까지 안전한 여행을 도와줍니다. 또한 실시
간 내 위치 확인은 물론 주변 명소 검색, 세계 지하철 노선도 제공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준비 되어있는 여행 특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한국관광공사 여행 콘텐츠

개발자/기업명 다비오
홈페이지 http://tourplanb.com

113. 영주시 스토리텔링 - 영스클럽
영스클럽은 영주시를 스토리를 따라 탐방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앱 서비스입니다.
영스클럽 명예시민 등급 이상은 관내고나광지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편의 스토리텔링 공모 당선작, 영주 스토리를 따라 영주 여행을 하시면 스토리
의 중심에 있는 지역을 탐방하고 미션을 수행해 봅시다. 영주 스토리텔링의 또 다
른 즐거움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제공기관

경북 영주시청

개발자/기업명	(주)앱솔

활용데이터	유물/유산/문화재

114. 예약왕
예약왕은 전국의 펜션, 캠핑, 글램핑, 호텔 등 숙박업소 정보를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여행 포탈입니다. 매주 무료 숙박권과 무료 체험권 등 이벤트를 실시합니
다. 펜션주는 웹과 모바일앱을 통해 예약 현황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위드시스템(주)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홈페이지 withsyste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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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펜션 및 숙박업소 정보를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앱 서비스입니다.
펜션 가격비교, 실시간 가격비교 및 맞춤범색과 빈 객실 찾기, 여행코스와 다양한
맛집, 축제, 레저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115. 오늘밤엔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엔인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홈페이지 http://ninfo.kr/
http://oneulbamn.com/

개발자/기업명	TEAM 율곡 마드리드, 허건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117. 오지캠핑
오지캠핑은 전국 오지 및 노지캠핑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유료캠핑
장, 글램핑, 카라반 등을 지도를 기반으로 위치정보와 상세 설명을
제공해주는 웹사이트입니다.

제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활용데이터	공연전시정보조회서비스

개발자/기업명	5G CAMP
홈페이지 https://www.5gca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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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유물/유산/문화재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 음식점을 검색해주는 앱입니다. 걸음걸이인
‘보’와 ‘미터’로 보다 직관적으로 음식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종류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슬라이드 방식으로 쉽게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미지/도서

116. 오십보, 백보(내 주변 음식점, 식당, 맛집 정보)

118. 온라인 한국어 화상회화 교육
(주)우리랑코리아는 국·내외 외국인들에게 화상을 통한 한국어 교
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재미있
고 유의미한 콘텐츠를 이용해 외국인이 한국 현지인과 한국어로 자
유롭게 소통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대한민국 구석구석

개발자/기업명	(주)우리랑코리아
홈페이지 www.woorirangkorea.com

119. 우리 어디가?
새로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위치 기반으로 주변 관광지 및 문화시설 등을 선택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명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위치를 표기하며, 검색
반경 또한 조정 가능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조광제(Ncredif)

활용데이터	중문 간체 관광정보 서비스

120. 우리나라 문화유산
우리나라 문화유산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항목별(국보 문화재, 보물 문화재,
시도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정리한 모바일 앱입니다.

제공기관	문화재청

개발자/기업명 microLABS

활용데이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정보,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문화재 공간정보,문화재종목별서
비스, 문화재지역별서비스, 문화재통계서비스, 문화재시대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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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관광포인트 자동 알리미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 주변의 관광 정
보 등을 주기적으로 알려주는 모바일 앱입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121. 운전 중 관광포인트 자동 알리미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SM Lab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디자인/이미지/도서

122. 원앙소리

개발자/기업명	소솜팀

활용데이터	충추시 문화, 관광정보

123. 웨어고
웨어고는 전국의 관광지, 숙박, 맛집 정보를 보기 쉽게 제공하여 가족여행 계획에
도움을 주는 웹사이트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개발자/기업명	(주)웨어고
홈페이지 https://www.where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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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충주시청, 한국관광공사

유물/유산/문화재

소년과 함께 탄금대, 무술공원, 무학시장 등 충주를 돌아다니며, 게임을 진행해 아
기 원앙들을 찾아 보금자리인 충주호로 돌아가게 하는 교육게임 모바일 앱입니다.

124. 웰컴투 코리아(대한민국 관광 가이드)
한국 여행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앱 서비스입니
다.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관광지 정보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간체와 번체, 일
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총 9개 언어로 제공합니다. 지역별 검
색, 행사/축제 검색, 숙박 검색, 내 주변 관광 정보와 용어 사전 검색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김세호/스카이앱(SKYAPPS)

활용데이터	국문/독어/서어/영문/노어/불어 관광정보, 중문 번체/간체 관광정보, 관광용여 외국어
용례사전
홈페이지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kyapps.welcometokorea

125. 위시빈(WishBeen)
위시빈은 여행일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행을 기록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와 달리 지도, 동선, 비용, 교통, 스팟, 메모 등의 통합적 정
보를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등록해 완성도 있는 여행기를 작성 및 공유할 수 있
습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경험을 저장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모든 여행자
와 함께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영문 관광정보

개발자/기업명 위시빈
홈페이지 https://www.wishbeen.co.kr

126. 은련통
중국인을 위한 한국의 관광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앱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비드바이

활용데이터	중문 간체 관광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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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추천해 준 음악을 들으면서 여행할 수 있고 주
변의 관광, 문화시설, 축제 ,행사와 음악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입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127. 이거나 들어(위치기반 음악 공유 SNS)

관광

제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유지송안김

활용데이터	국내여행 관광정보 서비스

디자인/이미지/도서

128. 이리저리

개발자/기업명 Yeonwoo Kang

129. 이야 빠른예약
위치기반으로 내 주변 가장 가까운 업체 자동검색, 도로명, 지번, 동 검색 등 간편
하고 빠르게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된 업체리스트에서 상세 금액, 객실 리스트를
바로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구글 지도를 사용하여 검색된 지역을 영역에
포함된 업체 노출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해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CINTECH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중문 간체 관광정보 서비스,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일문 관광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www.cinte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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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데이터	농어촌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

유물/유산/문화재

이리저리는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산어촌 체험 마을을 추천하고, 마을
평점과 방문 후기를 공유하는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앱입니다. 다양
한 테마별로 마을을 검색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130. 이지고
이지고 애플리케이션은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여행코스를 제공하고, 길안내를 통
해 여행을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성향에 맞춘
여행지 추천 서비스와 큐레이션, 직접 발로 뛰며 수집한 6-00여개 여행정보를 보
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내 주변 길 안내 기능, 여행지와 숙박업소 등 관광정
보 등을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개발자/기업명	크리에이트뉴컬처㈜
홈페이지 http://www.easygo.biz/

131. 이지체크 핫플레이스
전국 333개 테마지역, 62개 업종별 주요 매장 정보와 가맹점 상세정보, 상세한 지
도를 제공합니다. 실제 판매량으로 집계된 진짜 인기메뉴 순위를 제공합니다. 지
역별/ 업종별 할인 혜택정보를 실시간 제공, 다양한 혜택 확인(스탬프적립 등)하
고 예약까지 한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개발자/기업명 한국정보통신(KICC)
홈페이지 www.hplace.co.kr

132. 이지트레블
전국 무장애 여행지 및 접근성이 좋은 여행지 검색 기능, 편의시설 검색 기능(주변
병원, 약국, 수동휠체어 대여가능 장소), 접근하기 좋은 숙소 검색(엘리베이터 보
유), 실버여행객을 위한 케어링 서비스, 휴양 서비스 검색 및 예약 가능, 무장애 여
행지 이미지, 영상 확인 가능 및 사용 후 후기 남기기 기능, 영상을 통해 여행지와
서비스를 설명하는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원스텝트래블

활용데이터	한국관광공사 Tour API 3.0, 무장애정보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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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로밍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도 데이터 비용 걱정 없이 실시간 뉴
스, 날씨, 환율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행 최적기, 비행시간, 월별 날씨, 휴
일 정보 등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교부가 제공하는 안전 정보와 필
요한 예방 접종 일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가이드를 따라 손쉽게 입국,
출국,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133. 자유Roam(자유롬) – 데이터 로밍이 필요 없는 여행앱

관광

제공기관	외교부

개발자/기업명 XINESS

활용데이터	국가별 안전정보

홈페이지 www.jayouroam.com

디자인/이미지/도서

134. 자유투어

개발자/기업명 자유투어

활용데이터	사건사고 현황, 여행금지제도, 현지 연락처, 국가별 공지사항 목록조회
홈페이지

http://www.jautour.com/

135. 전국계곡탐방(여름휴가/여행/관광)
전국계곡탐방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있는 시원한 계곡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애
플리케이션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계곡 명을 직접 입력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 시도별로 계곡을 선택하여 해당 계곡에 대한 정보(주소, 관리주체, 연락처,
홈페이지, 개요 등)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주변 식당, 숙박, 지도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이태권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person.valley

141

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외교부

유물/유산/문화재

자유투어는 해외 여행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사건사고
현황과 금지 국가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136. 전국관광지도 앱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별 제작
배포하는 관광지도 이미지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전국 최초의 모바일 애
플리케이션입니다. 검색 위주의 다른 지도 앱과는 달리, 관광지도 및 정보에 집중
하여 기능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한국지역진흥재단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137. 전주 여행 친구
전주 여행 친구는 전주의 문화 여행지 추천, 한옥마을, 음식점, 생활정보, 편의시
설 등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제공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개발자/기업명	Ryu Geunsu

활용데이터	문화체험 정보 서비스, 문화공간 정보서비스, 한옥마을숙박정보 검색 서비스 등

138. 전주의 모든 것
전주의 모든 것은 전주시의 문화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주 시민 또는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착한모범업소, 식당, 숙소, 문화, 편의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제공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개발자/기업명 Eric Min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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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바퀴는 자전거로 전주여행을 할 수 있도록 관광명소 및 공중화장실, 무료
와이파이존, 자전거 판매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139. 전주한바퀴

관광

제공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개발자/기업명 ECONOVATION

활용데이터	전라북도 전주시 관광정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자/기업명 Happy2U

활용데이터	공영관광지별 요금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관광지별 요금 현황

141. 제주 착한가격식당
제주 착한가격식당은 제주도 내의 착한가격 업소 정보를 지도와 함께 제공해주
는 모바일 앱입니다. 앱에 사용된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청 자료에 의거
하며 가격은 상시 변동 가능합니다.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청

개발자/기업명 Happy2U

활용데이터	제주관광정보

143

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제주도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요금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디자인/이미지/도서

140. 제주 관광지 입장요금

142. 제주모바일
제주모바일은 스마트한 제주여행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쿠
폰시스템을 통해 관광지 할인입장권과 휴대폰, 신용카드가 통합된
서비스 관광지 할인입장권을, 기존의 종이쿠폰으로 사용하는 대신
간단하고 편리한 모바일 바코드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하나의 바
코드로 제주도 내 관광지를 비롯 음식점 등을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
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기상청,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주식회사 제주모바일

활용데이터 동네예보정보조회서비스, 국내 관광지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jejumobile.kr/h/

143. 제주해양문화올레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공하는 제주올렛길 주변의 제주해양문화콘텐츠를 소개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제주올레길 코스 정보를 날씨 정보와 함께 제공하며,
제주올레코스 주변의 제주해양문화콘텐츠에 대한 설명이 텍스트, 내레이션, 이미
지, 동영상들과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증강현실 기능을 이용하여 현 지점에서 제
주해양문화콘텐츠의 위치를 방향으로 표시해주어 사용자가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제주관광공사

활용데이터 비짓제주(Visit Jeju)

개발자/기업명	Ieodo Research Society
홈페이지 http://www.ieodo.kr/

144. 조인나우
조인나우는 주변의 축제, 여행,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미션과 스탬프 투어를 통해
여행을 즐기도록 도움을 주는 모바일 앱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넥스트스토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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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공데이터 공모전 출품작으로 대구의 교육, 행사, 축제 정보를 알려 주는 모
바일 앱입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145. 지역알리미

관광

제공기관	대구광역시

개발자/기업명 NAP

활용데이터	축제/행사/교육 정보

개발자/기업명 Vings(빙스)

활용데이터	농어촌체험마을

147. 축제모아
축제모아는 대한민국의 모든 축제 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앱니다. 한국관광공사
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로 축제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장영실제작소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145

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유물/유산/문화재

서울 시내 모든 도서관 정보 및 도서관 내 이벤트 정보, 공원 및 공원 내 이벤트
정보, 박물관, 각종 체험 시설(서울 시 운영하는 공공물), 창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설물, 진로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서, 농어촌 지역 중 자연 및 농
어촌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등 나들이 및 체험장소, 갈만한 곳들을 종합
하여 정보를 제공해주는 모바일 앱입니다.

디자인/이미지/도서

146. 체험 나들이 - 서울 도서관 공원 체험 이벤트

148. 캠프링크
실시간 캠핑 예약 기능과 캠핑장 검색 및 순위, 캠핑 후기. 거리 및 소요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빈자리 알림과 할인 정보, 후기 등의 정보를 종
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개발자/기업명	(주)유니위즈

활용데이터	국립공원 야영장

149. 캠프위크
전국 1900여개 캠핑장 이용 정보와 주변 관광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예약 방법, 편
의시설 정보, 동계 캠핑 가능 여부, 애완동물 출입가능 여부, 사이트 수, 땅바닥 형
태, 주소를 제공하며 홈페이지 연결과 전화번호 연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캠프위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http://campweek.co.kr/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campwe다

150. 캠프촌
전국의 캠핑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 가능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
는 웹 서비스입니다. 각 캠핑장의 위치,테마,시설,예약 가능 시스
템에 따라 조회/예약 할 수 있는 기능과 캠핑장의 모습을 사진 및
VR(가상현실시스템)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개발자/기업명	㈜엑스마크
홈페이지	www.camp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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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개발자/기업명 디스카운트캠핑
홈페이지	http://www.camping1.co.kr

디자인/이미지/도서

152. 콕콕114

153. 크리에이트립
외국인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여행 플랫폼으로 기존의
편중된 관광 정보에서 탈피해 전국의 재미있는 여행 코스 정보를 모
아 체계적인 형태로 제공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정보원

개발자/기업명	크리에이트립

활용데이터	Tour API 3.0, 행사 및 공연 정보 Open API

147

지식/정보/체육

개발자/기업명 케이티씨에스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유물/유산/문화재

사람들이 직접 다녀온 곳을 기반으로, 광고가 아닌 진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지역별 축제와 관광지 정보, 기억나지 않는 동네와 은행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관광

캠핑원은 전국 1400여개 지역별/테마별 캠핑장 정보와 여행정보
및 실시간 예약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입니다. 즉시
예약이 가능한 캠핑장과 근처 여행지, 매월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축제/문화정보 등 볼거리 즐길거리를 함께 제공하고 있고,
캠핑장 랭킹과 원하는 캠핑장을 비교하여 결과를 보여주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151. 캠핑원

154. 탐나오 제주여행마켓
탐나오는 제주관광과 관련한 항공, 숙박, 렌터카 등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예약
또는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마켓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정보 및 할인 혜택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자/기업명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활용데이터	관광지정보, 관광지명 검색 서비스, 여행지도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hijeju.or.kr/

155. 토끼풀(Talkyple)
토끼플은 관광객들에게 대중교통 안내 및 지도서비스를 제공하
는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토끼플은 영어의 “수다스러운”의 뜻인
Talky 와 “장소(Place)” 또는 “사람들(People)”에서 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어로 지도를 기반으로 한 소통의 장소로서의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지은 이름입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문/일문/중문/영문 관광정보

개발자/기업명	㈜에스앤비소프트
홈페이지	snbsoft.net

156. 투어2000 여행사
투어2000은 해외 각국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항공권 가
격 정보, 각국의 여행 정보와 현지 연락처 등을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외교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투어이천
활용데이터	국가별 공지사항 목록조회, 여행경보제도, 여행금지제도 등 영문 관
광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tour2000.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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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TourAPI를 이용해 영어, 중국어, 일본
어, 한국어 등 4개 언어로 관광정보를 제공합니다. 전단지 형태의 디자인을 갖추
고 있으며 현재 위치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157. 투어코리아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시전소프트

활용데이터	국문, 영문, 일문, 독문, 서문, 불문, 서반문 관광정보

디자인/이미지/도서

158. 투트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누리봄

활용데이터	무장애 여행 정보 서비스

159. 트립앤바이 제주
제주도의 약 2,000여 개 관광지 정보와 추천 여행코스 및 기타 제주여행에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주여행 안내 서비스입니다. 관광지별 주소, 영업시간
및 주차시설과 같은 상세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를 활용
해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여행일정 만들기, 할인쿠폰 및
여행상품 예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digitalDigm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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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투트(Together Trip)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여
행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맞춤 여행지’와 ‘여행코스’를 공유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160. 트립토리
여행경로를 실시간으로 자동기록하며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을 시간과 장소에 맞게
자동으로 매칭해주어, 여행 후 편리하게 여행기를 작성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
니다. 기록된 여행 경로에 따라 방문한 관광지나 음식점을 추가할 수 있고,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나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경로와
매칭해줍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개발자/기업명	피치바이트(PEACHBYTE)
홈페이지 http://www.peachbyte.co.kr/

161. 트립포즈 - 한국여행정보포털
외국인 관광객(FIT) 대상 한국여행 정보사이트로 한국의 관광 정
보를 제공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다국어)관광정보 서비스를 활
용하여 한국의 관광 정보를 제공합니다. 영문과 중문, 일문을 지
원합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Watertree

활용데이터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중문 간체 관광정보 서비스, 일문 관광정보 서비
스,중문 간체 관광정보 서비스,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https://en.trippose.com/

162. 파크인서울(서울시 공원 정보)
파크인서울은 2016 서울시 앱 공모전 수상작으로 서울시 내의 공원 정보 및 공원
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조회하고, 내 주변 공원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
니다. 또한 실시한 SNS 형식의 게시판 기능으로 이용자들의 정보 공유 및 공원 이
용중 불편한점이나 부조리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기타

개발자/기업명 JinhoJung

활용데이터	서울특별시 공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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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광문화 체험형 한국어 코칭 시스템 모바일 앱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한
국 문화와 한국어 학습을 제공하는 서울여행지 추천 서비스’와 ‘언어교환서비스’
가 있습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163. 펀펀코리아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SmartIcon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개발자/기업명 위민

활용데이터	관광지 데이터

165. 프라이빗 가이드
역경매방식을 이용한, 국내 여행객과 로컬 여행가이드를 매치해주는 모바일 앱입
니다. 공유경제 기반 지식형 판매 마켓플레이스, 실시간 채팅 등의 기능을 제공합
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주)그린키위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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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유물/유산/문화재

전국 펜션을 다양한 테마와 필터링을 통해 검색하고 예약하는 서비스를 제공합
니다. 지도 기반으로 펜션 위치 및 주변 명소를 확인할 수 있고, 할인 정보와 지
역별 관광지 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이미지/도서

164. 펜션킹 - 펜션예약, 펜션할인, 펜션어플, 여행, 숙박

166. 플래닛위드
전세계 자유여행자(FIT)이 쉽고 편하게 여행 계획과 후기를 공유하고, 여행자와
여행자 간, 여행자와 로컬 거주자 간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셜 여행서비
스 플랫폼입니다. 플래닛위드에서는 여행일정과 여행후기를 구글 지도위에서 간
단한 드래그 앤 드랍(Drag & Drop)으로 쉽게 만들 수 있고, 함께 여행할 친구를
초대해서 공동으로 계획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끼리, 혹은 여행자와 거
주자 사이에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비움소프트

활용데이터 국문/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167. 플레이 토브!
플레이 토브!는 전국의 공연, 전시, 축제의 정보를 분야 및 지역 별로 제공하는 웹
사이트입니다.

제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활용데이터	공연전시정보조회서비스

개발자/기업명 토브
홈페이지 http://play.tovweb.net/

168. 플레이플. 넷
풀레이플. 넷은 여행/문화/놀이를 주제로한 위키백과를 모태로 공공데이
터 정보와 지역 정보를 취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별점, 미리보
기, 시설정보등 관광지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분류를 통해 지역별로 컨텐츠를 찾아볼 수 있고 섬,산,공원,사찰 등 다양한
문화시설별로 구분되게 설계 되어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장용섭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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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지도에 자신의 기록을 저장하고, 다른 사람
의 기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장소는 자신의 지도에 스크랩할 수
있습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169. 핀온맵(Pinonmap)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훈훈소프트

활용데이터	Tour API 3.0

디자인/이미지/도서

170. 하나투어

외교부

개발자/기업명	㈜하나투어

활용데이터	여행경보제도

171. 한국을 더하다
한국을 더하다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무장애관광 모바일 앱입니다.한국관
광공사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여 등록된 장소에 무장애 관광 정보를 제공합
니다. 무장애 정보가 없는 장소들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누군가를 위해 자신이
갔었던 장소에 대해서 무장애 정보를 등록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
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rollcake86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무장애 여행 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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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항공, 호텔, 에어텔, 현지투어. 교통패스, 입장권, 가이드 관광, 자유여행 등 여행
관련 정보 및 상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입니다.

172. 한진관광
여행자의 안전한 여행을 돕기 위해, 국가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해
외패키지, 자유, 크루즈, 허니문, 골프, 국내, 항공, 호텔, 에어텔, 홈
쇼핑, 신문광고, 마일리지투어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외교부

활용데이터	여행경보제도

개발자/기업명	(주)한진관광
홈페이지 http://www.kaltour.com/

173. 핫츠고(Hotsgo)
핫츠고는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기반서비스를 정식으로 허가 받은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최소의 조건으로 여행에 방해 없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여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외교부

활용데이터	여행경보제도

개발자/기업명 핫츠고
홈페이지 http://www.hotsgo.com/

174. 해수욕장(해변/피서/휴가)
전국 해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등록된 모든
해변을 검색할 수 있으며 주변 음식점, 숙박, GPS를 이용해 주변 해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이태권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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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중국인이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번역 서비스로서, 한국 관광지 추천
과 비콘 서비스를 활용한 할인 가맹점 정보, 급할 때 찾는 공공시설 정보, 한국
의 스트리트패션 정보, 지하철 콘텐츠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175. 환잉꽝린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와우커뮤니케이션(주)

활용데이터	중문 간체 관광정보

홈페이지 http://gowow.co.kr/

개발자/기업명 홍카

활용데이터	축제 전시 정보

홈페이지 www.hupple.net

177. 에이치맵(HMAP)
세계 인문정보 그림지도로 다양한 카테고리의 세계 인문정보를 그
림지도로 만들어 서비스합니다. 지도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하면
그 지역의 역사, 관광지 정보등을 제공해줍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내관광지정보

개발자/기업명	모자이크
홈페이지 www.hma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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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유물/유산/문화재

휴게소별 추천 음식·입점매장·이벤트를 소비성 콘텐츠로 제작해서
제공, 단순 휴게소 정보뿐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인 여행&축제 DB
를 콘텐츠와 결합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 여행&축제와 휴게소를 1
개의 콘텐츠로 결합하여 코스를 제공

디자인/이미지/도서

176. 휴플 - 휴게소의 모든것

178. 천재교육 해법아이
천재교육 해법아이는 영유아 도서에 대한 서비스 사이트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교사 위주의 사이트로 현장 학습에 도움이 되는 컨텐
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해법아이 교재와 다양한 자료를 제
공하며, 선생님들 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김신영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http://hbi.chunjae.co.kr/main/mai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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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쓰담은 개인출판을 위한 글쓰기 플랫폼으로 출판을 원하는 누구나 작성된 콘텐
츠를 전자책, 종이책으로 출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179. 개인 출판을 위한 글쓰기 플랫폼 ‘북쓰담’

관광

제공기관

문화데이터광장

활용데이터 도서

개발자/기업명	주식회사 블랭크
홈페이지 Booksdam.com

디자인/이미지/도서

180. 다락원 스마트 러닝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활용데이터	한국어·한국문화교육자료 데이터

개발자/기업명	다락원
홈페이지 www.darakwon.co.kr

181. 달항
관상용에 그치는 도자기를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
는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디자인한 도자기 물병을 실생활에서 사
용할 수 있게 재해석하여 탄생. 물병의 기본 기능인 내용물을 부어
보관하는 기능을 기본으로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생수 또는 음료수
를 물병 뚜껑에 연결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기술 접목.

제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국립중앙박물관 외

개발자/기업명 달항
활용데이터	전통문양 DB, 문화유산 DB
홈페이지

http://darhangook.com, http://dar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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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다락원은 동영상강의와 MP3를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재생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락원 스마트 러닝으로 언제 어디
서든 다락원의 동영상강의와 MP3를 편리하게 학습 가능합니다.

182. 라돈 : 3D 아트토이 컬러링 DIY KIT
3D 프린팅된 캐릭터 모형에 직접 색을 칠해 완성하는 DIY 컬러링
키트입니다. 모현 표면에 색상 경계선이 요철로 표기되어 있어 해당
영역에 맞는 색을 칠하기만 하면 완성되는 구조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공공누리

활용데이터	전통문양, 조선후기 설화

개발자/기업명	RADON
홈페이지 www.radon.do

183. 세종아트 - 한국의 감성 선물
세종아트는 크고 작은 국제행사에 한국의 문화를 담은 감성선물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한국의 문화를 나누어, 일
상생활에서 한국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활용데이터	문화포털 전통문양 데이터

개발자/기업명 세종아트
홈페이지 www.seongart.com

184. 뷰티 크래프트 쇼핑몰
전통문양을 활용한 가죽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전문 쇼핑몰입니다.
가방, 벨트, 지갑, 악세서리, 오피스문구용품, 디자인문구, 인테리어
용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며, 핸드메이드로 제작된 제품을 판
매합니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독자적으로 결합한 자부할 수 있
는 제품을 판매합니다.

제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활용데이터 전
 통문양 이미지

개발자/기업명	뷰티크래프트 쇼핑몰
홈페이지 www.beauticra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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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뉴스,책 등다양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자동 큐레이션 서비
스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내 서재를 설정하고 책목록을 만들어 친구와 서재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책을 큐레이션해주며, 타인의 취향을 살펴
볼 수 잇습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185. 비블리, 책 좀 읽는 사람들

관광

제공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활용데이터	각종 뉴스 메타데이터

개발자/기업명	Rye&Catchers
홈페이지 bibly.kr

서울시

활용데이터	서울시상징문화디자인

개발자/기업명	MQ201
홈페이지 www.MQ201.com

187. 잉크 - 독서 기록과 책 추천
잉크는 사용자가 읽은 책을 기억하고 골라주는 모바일 책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추천 테마를 통해 리스트와 리뷰 정보를 제공하며, 공식 에디터, 전문 블로
거의 책 소개 콘텐츠를 담은 잉크포스트를 제공합니다. 리뷰와 평가는 장르, 읽은
날짜, 평가 결과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활용데이터 도서 및 디브러리 정보 서비스

개발자/기업명	(주)브레인콜라
홈페이지 branc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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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서울상징 및 각종 문화데이터 디자인을 적용하여 벽시계, 향기나는
디퓨저, 향기패드 등 다양한 인테리어 디자인 제품을 개발합니다.

디자인/이미지/도서

186. 서울상징 벽시계(인테리어 디자인제품 적용)

188. 전통 꽃문양 활용 면 반다나, 실크 반다나
한국 전통문양 중 꽃과 관련된 문양을 활용해서 패션 카테고리에서
자주 쓰이는 반다나로 디자인했습니다. 단순한 전통문양의 나열이
아닌 꽃문양의 해체와 결합, 재배치를 통해 문양이 가지는 고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제공기관

문화포털

활용데이터	전통문양 디자인

개발자/기업명	뷰티풀레코즈
홈페이지 www.beautifulrecords.co.kr

189. 컬러필 - 당신을 위한 컬러링 북
폰과 태블릿을 모두 지원하는 그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
릴 수 있습니다. 꽃과 동물, 패턴과 만다라 등 다양한 도안에 초보자부터 전문가
수준의 다양한 그림난이도를 조절하여 즐길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문화포털

개발자/기업명	예스튜디오주식회사

활용데이터 한국의 전통 문양

190. 콘텐츠쉘빙
키오스크(Kiosk)를 통하여 짧은 대기시간 또는 교통망 탑승 후 이동시간 동안 읽
을 수 있는 분량의 콘텐츠를 출력해 주는 국내 최초 O2O(Online to Offline) 기
반의 문학콘텐츠 유통 플랫폼

제공기관

국립중앙도서관

개발자/기업명	브이에스커뮤니티

활용데이터 도서관정보나루,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 문학창작공모전
홈페이지

http://vsc.co.kr

160

PART03. 문화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례

태권도의 영혼이 담긴 액션피규어 블루와 인간친구 천지형이 펼치
는 무도판타지 작품으로 액션피규어와 인간친구가 모험을 통해 태
권도의 매력을 선보이며 기존에 보이지 못한 태권도 세계관을 구축
하는 내용

공연/전시/축제/행사

191. 태권액션피규어 블루

관광

제공기관

태권도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활용데이터	태권도 관련 데이터

개발자/기업명	T-SIDE
홈페이지 https://b og.naver.com/tside100

디자인/이미지/도서

192. 플라이북

국립중앙도서관

개발자/기업명	플라이북

활용데이터	국가자료종합목록, 디브러리 종합목록, 디지털 컬렉션, 소장원문

193. 한글 패턴 차주전자 세트 소로시
예술과 디자인의 접점을 모색하고 접목시켜 우리의 문화예술이 자
연스럽게 녹아든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가고자 시작된 리빙브랜드
입니다. 한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생활 식기에 적용하고 있습
니다.

제공기관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한글 박물관, 간송 미술문화재단

개발자/기업명	소로시 sorosi
활용데이터	훈민정음 해례본, 한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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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플라이북은 책과 사람을 더 가까이 만드는 도서플랫폼 입니다. 사용자의 독서형태
를 분석해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며, 정기배송, 독서 모임, 서평, 도서관 대여 등 모
든 독서 경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194. 한류 제품을 위한 포장 디자인
한류상품을 완성하다라는 목표로 한국의 토양에서 자란 소재를 활
용 제품을 구성하고 이를 완성 할 패키지를 한국적 이미지(모란)에
서 찾아 출시한 제품입니다.

제공기관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활용데이터 모란 이미지

개발자/기업명	보리스
홈페이지 www.leesoap.co.kr

195. 친환경 페인트 벽지무늬
친환경 페인트 제조사로 기능한 친환경 페인트 시공기술인 ‘롤링터
치공법’에 전통디자인DB의 의미를 스토리텔링하여 이를 활용한 시
공서비스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특수 롤러에 문화포털에서 개방
한 공공저작물을 각인하여 종이벽지 없이도 천연도료만으로 벽지
효과 및 무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활용데이터	한국의 문양 이미지

개발자/기업명	(주)홈아트
홈페이지 www.홈아트.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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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박물관의 유물을 방문 없이 웹과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3D 문화 유물 데이터를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 없이
자유롭게 감상, 저장, 공유, 전파할 수 있습니다. 활용 목적 및 대상
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196. 3D 온라인 전시/박물관

관광

제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개발자/기업명	주식회사 컨트릭스랩

활용데이터	문화유물 3D 데이터

문화재청, 한국문화정보원

개발자/기업명	(주)콘트롤시비

활용데이터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3D scan data

198. 문화 유적지 증강현실 Visual Guide
기존 문화 유적지에서의 텍스트 기반의 간접체험을 넘어, 영상기반
의 직접 체험에 가까운 경험을 제공가능한 문화 유적지 가이드 서비
스입니다.

제공기관	전국 박물관, 문화 유적지 관리기관
개발자/기업명	주식회사 카이로스
활용데이터	문화 유적지 또는 박물관 소장 사료
홈페이지

www.kairosa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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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문화재의 기록과 보존을 목적으로 제작된 3D scan data를 고해상
도의 이미지로 mapping해 진본에 가까운 디지털 문화재를 생산,
디지털 문화재가 쌓여있는 수장고를 3D viewer를 통해 관람이 가
능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디자인/이미지/도서

197. 디지털 개방형 수장고

199. 박물관 나들이
박물관 나들이는 전국의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과 전시회 등의 정보를 제
공하고 검색을 도와주는 모바일 앱입니다.

제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개발자/기업명 소프트맨

활용데이터	이뮤지엄 소장품 조회 API 서비스

200. 실감 서비스를 위한 3D뷰어서비스 와 3D데이터 홀로그램
3D뷰어 서비스는 책의 2D사진으로 보던 문화재나 박물관 유물 수
천 점과 생물관, 과학관의 생물을 3D로 스캔해 제공하며, pc 및 모
바일에서 내가 보고 싶은 면을 골라 돌려보고 확대, 축소 등을 제공
합니다. 3D데이터 홀로그램은 3D뷰어를 확장한 서비스로 3D데이
터만 있으면 홀로그램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제공기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개발자/기업명	(주)쓰리디뱅크
활용데이터	문화재3D데이터, 박물관 유물3D데이터, 생물·과학관 3D데이터
홈페이지

www.3dbank.xyz

201. 쓰리디뱅크
쓰리디뱅크는 3D콘텐츠 제작·플랫폼 업체로서 각종 문화재·유물 정보를 3D 콘
텐츠로 변환시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정보화산업진흥원

활용데이터	문화재청 문화재정보,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정보
활용API

보화산업진흥원 생물관 정보

개발자/기업명 ㈜쓰리디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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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소개 정보와 관련된 단체, 전시, 축제, 출판물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오랜 전통 속에서 지속되고 발전해 왔으며,
또 새로운 세대로 전승되면서 더욱 풍부해지는 인류의 문화자산입니다. 무형문화
유산 관련 단체정보무형문화유산 관련 전시, 축제, 출판물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202. 아태무형문화유산

관광

제공기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활용데이터	무형문화유산 정보

개발자/기업명	(주)엔유비즈
홈페이지 http://www.nubiz.co.kr/

디자인/이미지/도서

203. 역사탐방

문화재청, 한국무형문화유형

개발자/기업명	온새미로역사탐방

활용데이터	유물 유적 이미지 데이터, 문화제 영상 데이터, 무형문화제 데이터
홈페이지

www.onsaemiro57.com

204. 우리문화지킴이(우문지)
우문지는 우리문화지킴이의 줄임말로 문화와 벗하여 지식을 깨닫
는다는 의미로 브랜딩하였습니다. 우문지는 우리 문화재 환수 및 발
굴을 위한 활동, 우리 문화 우수성 홍보, 전통문화와 IT의 만남 등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제공기관	문화재청,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개발자/기업명	(사)우리문화지킴이
활용데이터	문화재 지역별 서비스, 문화재 시대별 서비스, 문화재 통계 서비스,
문화정보 조회 서비스, 한국민속신앙사전, 한국세시풍속사전
홈페이지	http://www.woomunji.co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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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유물/유산/문화재

온새미로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여행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역사 탐방은 문화유
적과 유물을 찾아가서 보는 방식으로 한국사의 뼈대를 세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사진이나 그림으로만 보는 것에서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205. 유적지 및 박물관의 효과적인 증강현실 가이드 - Visual Guide
기존 문화 유적지에서의 텍스트 기반의 간접체험을 넘어, 영상기반
의 직접 체험에 가까운 경험을 제공하는 문화 유적지 가이드 서비스

제공기관	국립중앙박물관

개발자/기업명	주식회사 카이로스

활용데이터	문화 유적지, 박물관 소장 사료

홈페이지 www.kairosar.com

206. 제주항공우주박물관_스마트 도슨트 서비스
각 전시물에 설치된 근거리 통신기술인 비콘을 통해 자동으로 전시물의 다양한 정
보와 탑재된 멀티미디어 해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별도의 도슨트 기계 대여 없
이도 스마트폰만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 도슨트 앱을 설치하고, 도슨
트 앱 내에서 전시자동안내를 클릭하면 주변 전시물에 대한 안내가 시작됩니다.

제공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활용데이터	유물 및 소장품 현황

개발자/기업명	㈜제주넷
홈페이지 https://www.jdc-jam.com/index.jam

207. 초, 중등생을 위한 역사여행 플랫폼, 놀토
주말마다 어디를 가야하는지 고민하는 초, 중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자녀에게
맞는 역사 여행, 체험지를 소개하며, 현장에 가면 꼭 살펴봐야할 유적, 유물에 대
한 자녀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공(동영상, 퀴즈, 사진, 체험 등)합니다. 체험 후
플랫폼에서 쉽게 현장학습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습
니다.

제공기관

문화재청, 문화포털,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주)문화상상연구소

활용데이터	한국관광공사 여행지 정보, 문화재 정보, 문화포털 전시/공연일정
홈페이지

www.trip37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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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 및 사진이 담긴 문화
유산 카드를 통해 게임을 하며 자연스럽게 문화유산의 명칭과 스토
리를 익힐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문화유산 보드게임.

공연/전시/축제/행사

208. 코리아마블 유네스코편

관광

제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공공누리)

개발자/기업명	테이콘커뮤니케이션즈

활용데이터 추천공공저작물 - 유네스코 문화유산 사진 자료
홈페이지

http://takon.co.kr

디자인/이미지/도서

유물/유산/문화재
지식/정보/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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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매치백
전국 풋살 유소년 클럽, 중고등부 클럽, 대학생 클럽, 일반부 클럽, 직장인클럽 등
등 풋살대회 정보와 각 클럽간의 매칭시스템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공
공기관의 체육시설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체육시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개발자/기업명 libus

활용데이터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210. 사운드플렉스
배리어프리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APP으로서 장애유무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만들어가는 배리어프리 소통플랫폼, 사운드플렉스APP에서는 봉사를 원하는 비
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줄 수 있는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들의 귀
가 되어줄 수 있는 한글자막을 입력할 수 있는 제작환경을 제공

제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활용데이터	문화포털-영상저작물

개발자/기업명 사운드플렉스스튜디오
홈페이지 http://www.soundplex.org

211. DICO
DICO는 한류영상을 활용한 스페인어 기반의 개인맞춤형 한국어교
육 웹서비스입니다. 한국어학습을 희망하는 스페인어권 한류팬은,
1) 좋아하는 연예인, 장르, 키워드를 선택한 후, 2) 기호가 반영된 영
상을 추천받아 3) 4단계로 구성된 학습방식으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국립국어원

개발자/기업명 디코

활용데이터	한국어 기초사전 오픈 API

홈페이지 www.disfrutac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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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이 여행상품에 대한 온라인 견적을 요청할 수 있는 역경매 방식을 통해 국
내외 자유여행객과 로컬(현지) 가이드를 webRTC를 이용한 무료 영상 중개 시스
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매칭시켜주는 국내 최초 여행 O2O 플랫폼입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212. private guide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주)그린키위

활용데이터	관광지 정보, 사진

홈페이지 www.greenkiwii.com

개발자/기업명 SMTOWN TRAVEL

활용데이터	국가별 안전정보

홈페이지 www.smtowntravel.com

214. Worlmony Communication
Worlmony Communication은 단순하게 제공되는 사전류를 인
터넷으로 유용하게 제공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인터넷의 이점을
잘 활용해서 사전과 법전을 단순히 제공하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누
리꾼들에게 유용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공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발자/기업명 월모니커뮤니케이션

활용데이터	법 조항 데이터

홈페이지 http://www.worlmo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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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체육

제공기관	외교부

유물/유산/문화재

항공, 호텔, 출장지 정보, 출장현황분석 등 출장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하여 편리한 출장준비가 가능합니다. 출장스케줄의 사전알림기능과 출장 일정관
리, 출장지 정보, 출장현황분석을 제공합니다.

디자인/이미지/도서

213. Smile - 스마트한 출장 관리 어플리케이션

215. 사운드 테라피
국내 명소에서 녹음한 백색소음과 장소의 스토리, 사진 등을 콘텐츠
로 제작하였습니다. 특수 튜닝된 골전도 사운드테라피 헤드폰을 통
해 음향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향상, 기억력향상, 스트레스
감소 효과DAC를 탑재하여 원음 수준의 현실감 있는 음질을 구현했
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활용데이터	국내 명소의 사진, 스토리영상

개발자/기업명 니어투
홈페이지 http://near-to.com/

216. 국민체조 다이어트 - 국민건강체조
국민체조, 심박체크 기능 등 누구나 하루 5~30분만 투자하면 성인병 예방, 노화
지연,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피트
니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이어트 바이블과 커뮤니티를 통해 다이어트 관련 정보
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체육부콘텐츠 이용(저작권)

개발자/기업명 날씬(NALTHIN), (주)비타샵

활용데이터	국민체조 및 국민건강체조 영상

홈페이지 http://nalthin.com/cal/

217. 나쁜기억지우개
친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을 편히 털어놓고, 위로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모
바일 앱으로 앱 내에서 장애 관련 고민 글 작성 시, 문화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근
장애인 시설 정보 자동 소개해준다.

제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개발자/기업명 나쁜기억지우개

활용데이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 정보
홈페이지

www.nagij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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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투앱은 기존 공연전시박람회 어플인 페어플에서 업그레이드된 생활관련 앱
을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페어플은 공연, 전시, 박람회 뿐만 아니라 공모
전 정보가 추가되었으며, 고객의 취향에 맞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사전 등록을
할 필요도 없이 무료 입장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218. 노리투 앱

관광

제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웹스톰, 성지은
홈페이지

활용데이터 문화생활정보,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http://nori2app.com/

디자인/이미지/도서

219. 린더(linder)

개발자/기업명 히든트랙
활용데이터

홈페이지 https://linder.kr/

공연예술통합전산망 KOPIS, 영화출시 및 상영정보 KOBIS, Tour API 3.0 등

220. 문화서울
서울시 문화행사 정보를 카테고리별, 지역구로 제공합니다. 관심 아이템 등록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무료행사, 공연 정보는 아이콘화 표시되며, 서울시 여성인력
개발센터의 지역구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의 정보 및 위치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개발자/기업명 dewlain

활용데이터	서울시 문화행사, 도서관, 교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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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한국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유물/유산/문화재

유저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한 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구독 캘린더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에게는 캘린더를 통한 고객과의 새로운 소통 채널을 제공하는 일정
플랫폼

221. 바로매치:축구팀찾기
아마추어 축구팀들의 경기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매치" 어플리케
이션입니다. 전국 5000여개의 팀이 가입되어 있으며, 대회정보, 구장정보 등을 제
공하고 예약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가입한 다양한 아마추어 축구팀들
의 정보를 지역별로 보실 수 있으며, 성사된 경기의 결과를 토대로 전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개발자/기업명 B2COME

활용데이터	2013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222. 박빙
박빙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개인, 팀, 리그의 기록을 열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으며 기록된 정보는 실시
간으로 웹 서버에 저장된다. 저장된 정보는 고유의 알고리즘으로 분석, 가공돼 선
수 능력 분석, 라인업에 따른 승률 예측이 가능하며 시뮬레이션 게임 등 다양한 서
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공기관	기상청

개발자/기업명 세컨그라운드

활용데이터	날씨데이터, 사회체육데이터

홈페이지 www.bacving.com

223. 스포와이즈(SPOWISE) FMCS
스포와이즈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체육, 문화시설 강좌예약 및 결제와 이용 중인
강좌로 자동입장이 가능하며 체육, 문화시설에서 인포메이션에서 별도인증 없이
도 편리하게 입장 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이용시
설에 방문하여 강좌입장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알림 하여 입장이 가능합니다. 회
원카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별도의 회원 카드가 없이도 이용시설에서 회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개발자/기업명 HISCO

활용데이터	프로그램 강좌 정보

홈페이지 http://www.his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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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 검색 플랫폼으로써 키워드 없이도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장
애인, 외국인 등 정보의 사회적 약자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장애 데이터 감
지기

공연/전시/축제/행사

224. 스페이스 디텍트(SPACE DETECT)

관광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엘비에스테크(LBSTECH)

활용데이터	Tour API 3.0, 인근 관광 명소, 여행지도정보서비스, 전국 박물관 유물정보, 국내 관광정
보 서비스 등등
http://lbstech.net

디자인/이미지/도서

홈페이지

225. 앱탭

개발자/기업명 이종혁
활용데이터	봉사참여 정보서비스, 국문 관광정보, 공연 전시정보
홈페이지

http://www.aptap.co.kr/

226. 어느공원갈까?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시 날씨 정보, 공원 위치 정보,
공원 행사 정보, 공원 주변 행사 정보, 공원 주변 관광지 정보, 공원 주변 문화시설
정보, 공원 주변 음식점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개발자/기업명 niee

활용데이터	서울시 공원 현황, 서울시 공원id별 프로그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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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행정자치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정보원

유물/유산/문화재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실용 애플리케이션 앱탭(APTAP)은 무료 애플리케이션
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제휴가 되어 있는 단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들에
게 알리는 공지사항 및 기타 알림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의
료기관 정보(전국 병,의원, 전국 약국, 명절 시 비상 진료기관), 지하철 정보, 공연/
전시 정보, 지역별 관광 및 맛집 정보, 봉사참여 정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227. 엉아야 우리말 for Android
순 우리말 학습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국립국어원 공공데이터인 '아름답고 정겨운
우리말’에 수록된 4078 단어의 고유어, 144개의 관용어 및 예문과 관련 어휘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초성, 예문 등의 강력한 검색 기
능을 제공하며 단어장 기능 및 위젯 기능을 통해 필요한 단어만을 학습할 수 있습
니다.

제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개발자/기업명 정루치아노

활용데이터	아름답고 정겨운 우리

228. 올유학닷컴
전세계 어학연수와 유학 정보를 올유학닷컴에서 한눈에 확인하세요. 다양한 유학
정보, 어학연수 정보 유학 상담을 지원합니다. 유학, 어학연수 등 프로그램별 비
용, 학교명 등과 국가별 유학정보, 상담게시판, 연수후기, 유학개러리, 이벤트, 공
지사항, FAQ, 국가별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기관

외교부

활용데이터	국가별 안전정보

개발자/기업명 (주)지노시스
홈페이지 http://alluhak.com/

229. 원더플랜잇(Wonder Plan-it)
혼밥, 혼술, 혼행이 사회적 이슈인 지금 SNS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일정을 공유
하여 교류하고 여럿이 어울리고 소통하는 ‘함께 하기’를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정 참여자 간 대화 및 추억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일정 주변의 관광정보를 제공합
니다.

제공기관	한국관광공사

개발자/기업명 ㈜원더풀래닛

활용데이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wonderfulane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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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역별 관광 정보 및 음식, 숙박업소를 소개합니다. 더불어
전국 학교, 어린이집, 약국, 병원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기 오염 정
보 등의 날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는 링크로 연결되어 있
어 1차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한 뒤 클릭하여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연/전시/축제/행사

230. 이지서치

관광

제공기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공단, 기상청,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개발자/기업명 이지서치

홈페이지 http://www.easysearch.kr/

231. 타임블럭스(Timeblocks)

개발자/기업명 데이투라이프

활용데이터 지역문화/행사/축제/전시정보

홈페이지 https://timeblocks.com

232. 플레이콕
플레이콕은 국내 최고의 스포츠 강사진의 교육, 장비대여, 장소대관까지 쉽게 검
색하고 빠르게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원스톱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강사진의 강습과 생활스포츠 정보를 가장 완벽하
게 볼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책브리핑
활용데이터	동영상서비스체육소식, 생활체육뉴스, 생활체육컬럼 동영상자료, 체육행사
개발자/기업명 플레이콕
홈페이지

http://www.playk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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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유물/유산/문화재

캐주얼 사용자에 특화된 캘린더 앱으로 종이 다이어리처럼 편한 일정관리 서비스
를 제공한다

디자인/이미지/도서

활용데이터	전국 병원, 약국 정보조회,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등

233. 하비박스
다양한 취미 분야의 하비큐레이터와 함께 취미배달, 취미축제, 취미
나눔 등을 즐길 수 있는 온·오프라인 취미 큐레이션 커머스

제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개발자/기업명 하비박스

활용데이터	문화/공연/축제 정보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부문 데이터
홈페이지

www.hobbybox.life

234. 한국문집총간 - KRpia
역대 한국의 문집을 총망라한 한국판 사고전서로써, 신라말 최치원
부터 조선후기 이이, 이황까지 662명의 대표적 문집을 서비스합니
다.한문만으로 이루어져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자료의 서명, 저자
등을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
소문, 제문, 공거류, 서간류 등 7개의 문체별로 문집의 기사를 분류
한 ‘유형별’ 분류를 제공하며, 시대별로 문집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제공기관	한국고전번역원

개발자/기업명 이지서치

활용데이터	한국문집총간 한음문고,한국문집총간 노계집,한국문집총간 선원유고
홈페이지

http://www.easysearch.kr/

235. 한옥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종이 접기 한옥교실
종이접기의 재미에 전통건축과 문화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접목한 교육프로그램
입니다. 실제 한옥을 짓는 순서대로 제작된 동영상과 더불어 종이로 한옥모형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며, 증강현실이 적용된 ‘한옥스토리’ 애플리케이션과도 연동되
어 한옥을 아주 쉽고 현실감 있게 접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개발자/기업명 한옥스토리

활용데이터	한옥 구조, 전통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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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문화데이터
활용 기업 리스트

본 사례집에 수록된 기업정보는 문화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업의 사례집 수록 동의 하에 제작되었습니다.

1. 공연/전시/축제/행사
2. 관광
3. 디자인/이미지/도서
4. 유물/유산/문화재
5. 지식/정보/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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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문화데이터 활용 기업 리스트

1. 공연/전시/축제/행사

순번

서비스명

활용데이터

제공기관

개발자/기업명

1

APT

문화포털 전시/공연 일정,
문화포털 문화공간 정보,
한국관광공사 공연장 정보

한국문화정보원(문화포털),
한국관광공사

AXAXA

2

PL@Y

공연전시정보조회서비스

한국문화정보원

엔투스

3

Wassup서울

서울시 문화행사 기간 검색,
서울시 문화행사정보 장르별 검색,
서울시 문화행사정보 명칭 검색,
서울시 문화행사정보 장소명 검색

서울특별시

Busang Inc

4

네이버 축제검색

예술지식 축제문화정보 서비스

한국문화정보원

네이버

5

놀자GO

놀이문화 정보

서울문화재단,
서울특별시

렉스킹스

6

대한민국축제

한국관광공사LOD
(국문축제/행사/이벤트)

한국관광공사

프랜즈

7

렛플레이 (LetPlay)

공연정보, 축제정보, 전시정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정보원

크레디오

8

모두의스테이지

㈜엔터크라우드 자체 데이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주)엔터크라우드

9

뭐할까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김지영

10

버스킹플레이

TourAPI

한국관광공사

버스킹티비 주식회사

Chicle

11

보러가자(박물관/전시/
기획전/특별전/테마전)

서울시 국·공립 박물관,
기획전/특별전 정보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 등

12

부산 축제 문화
공연 찾기

부산광역시 문화축제정보

부산광역시

JongHyun Kim

13

소풍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주)아람솔루션

14

스폰서

공연장정보, 문화체육,
문화공간정보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정보원(문화포털)

스폰서

15

스타포토 키오스크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예술지식 축제문화정보 서비스,
공연전시정보조회서비스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정보원

(주)아이오로라

16

쑥쑥 어린이
공연나들이

전시관 상설전시 정보,
국립어린이민속박물관 공연전시 정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 기타

Dreammiz co.,ltd

17

아마오케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공연 및 전시 정보 (수시)

서울특별시

아마오케

18

아트맵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정보,
서울시립미술관 전시 정보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

아트맵

19

애플맘 명소정보

서울시 데이터포털

서울시

체험팩토리

20

주비온 - 주변 정보,
할인, 이벤트, 행사,
맛집, 배달, 미용

전국 착한가격업소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블루스탬프1981

21

최신 영화 순위

영화정보 Open-API,
박스오피스 정보

영화진흥위원회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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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서비스명

활용데이터

제공기관

개발자/기업명

22

크라우드티켓

전시/정보
예술인 정보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예술위원회

나인에이엠

23

헤이페스티벌
(HeyFestival)
대한민국 축제 여행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와이즈인컴퍼니

24

플레이 DB

공연예술정보

국림중앙극장

인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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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D지도 아틀란 :
내비게이션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맵퍼스

26

AhHa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Tae-Min Ahn
㈜에스앤비소프트

27

dropin

추천관광지, 전국 관광숙박시설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특별시청

28

FLYBUDDY

관광지/축제/숙박/음식/관광정보

한국관광공사

FYLBUDDY PTE LTD

29

GeoGiGaNi
(거기가니?)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Shim Kangseop

30

Go camping 홈페이지
(전국 캠핑장 통합안내
사이트)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31

Halal Trip Korea

음식점 정보

한국관광공사

앱스인도네시아

32

IFEZ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33

JSMC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한국관광공사

JSMC

34

K-Fi (Korea Free
interpreter)

WiFi Zone현황,
일문/서어 관광정보 서비스,
중문 번체/간체 관광정보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한국관광공사

제이엠피시스템

35

KidzTour 키즈투어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batfl!p

36

KODOC

중문 간체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SEEHAA

37

Korea Transit Guide

Tour API 3.0

한국관광공사

(주)아로정보기술

38

KTG - 다국어 대중교통
환승길찾기

Tour API 3.0

한국관광공사

(주)아로정보기술

39

Let’s go
전국여행 다님길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raonbnp

40

N SeouL 서울야경명소

서울시 관광거리 정보(한국어),
서울시 분류별 관광명서 현황(한국어),
서울시 분류별 관광명소 현황(영어),
서울시 관광거리 정보(영어)

서울특별시

In.Q Project

41

NOELS 온라인 플랫폼

국내 관광정보 DB, 축제/관광정보

한국관광공사

NOELS

42

On-Trip Korea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Real Korea

43

PathHelper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트레블메이커

44

Pinstory.com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이종혁

45

StepMate 스텝메이트

무장애 여행 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팅크토스

46

TNDN여행 대한민국의 모든
달콤한 정보

중문관광정보,
식품안전정보(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티엔디엔

47

Touch Hiker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rladbsxo95

48

TOUROUND
(투어라운드)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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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활용데이터

제공기관

개발자/기업명

49

TravelMaker
(트래블메이커)국내여행가이드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Afterwork Studio

50

Trip Favorite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강성민

51

Tripcase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이종혁
인하대학교철학과
VR랩실
local friend

52

VR큐레이터

국내관광정보DB, 문화/역사 정보,전시 정보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관광공사

53

YOUYOU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54

가주나(가족주말나들이)

국문 관광 정보

한국관광공사

TD코리아

55

강원코스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IBK시스템

56

겟인

국문 관광 정보

한국관광공사

최영진

57

경북테마여행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경상북도청

58

고메이 코리아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주)에이엔티홀딩스

59

고브이알(GoVR)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GOVR

60

고팜(Go! farm)

농어촌체험마을, 체험마을 잠잘거리, 체험마을 시설,
캠핑, 동영상 및 후기, 체험마을 먹거리, 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체험마을 즐길거리, 체험마을
체험쇼핑, KOTRA 해외전시장 정보 조회 서비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NH여행

61

관광지 검색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Good Fortune Studio

62

국내 관광정보의
모든 것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최진욱

63

국내여행 도우미 우리 어디가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일문 관광정보 서비스, 중문 간체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조광재

64

국내여행총정리
(280만중독 여행앱)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와우플랜

65

국립공원 가상현실
서비스

국립공원 VR영상

국립공원관리공단

인투넷미디어

66

김해인포

음식점, 시정정보, 관광지정보 조회서비스

경상남도 김해시청

박성식

67

까미노데꼬레아
(대한민국 도보여행)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TEAM HJ
ChocoNut

68

나랏말싸미

순화어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69

낭만호랑이들의
여행 이야기

국문 관광정보

한국관광공사

김용주

70

너와 함께, 서울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W-Vertex

71

노랑풍선

여행경보제도

외교부

노랑풍선

72

놀아줄게

한국관광 100선 관광정보,전국 관광지 정보,
각 역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역별 주소 및 전화번호,
지하철 다국어 역명 정보

한국관광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주)파크엘아이씨티

73

놀자늘자

농어촌체험마을, 먹거리,
체험프로그램, 즐길거리, 체험쇼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된다고하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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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농촌체험마을

마을탐방기, 체험장, 체험후기,
맛집&숙박, 축제&쇼핑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ie프렌즈

75

누비국내여행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wsseo

76

뉴픽케이션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TeamNIDEA

77

다음 국내관광 검색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다음커뮤니케이션

78

도시탐험대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BUBU

79

드라마여행

국문 관광정보, 영문 관광정보,
일문 관광정보, 중문 간체 관광정보

한국관광공사

DEVBAND

80

러닝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메이컨즈

81

레드캡투어

대륙 구분코드, 국가별 안전정보,
여행금지제도, 여행경보제도

외교부

레드캡투어IT팀

82

레드타이버틀러
(Redtiebutler)

영문, 불어, 독어, 국문, 노어, 서어,
일문, 중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레드타이

83

REDTABLE

국문 관광정보, 전국 1,200대 주요상권DB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청

레드테이블

84

로컬마스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모비턴트

85

맘비(Mombie)

국내관광정보, 공연전시목록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커넥터스

86

맛조이투어플래너

국내 관광정보 DB, 축제/관광정보,
호텔/숙박시설 정보, 음식/쇼핑 정보

한국관광공사

손태영

87

몽땅서울

서울열린데이터 광장

서울특별시

영운

88

미디어로그

공연정보조회서비스

한국문화정보원

미디어로그

89

방방콕콕

국문 관광정보

한국관광공사

㈜이노스닷컴

90

백패커즈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PlonVei Co.,Ltd.

91

베니키아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중문 간체 관광정보 서비스, 일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베니키아사업팀

92

베프지도(BF.Zido)

무장애 여행 정보 서비스,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Wansoo Im

93

부산 공공자전거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실시간대여소 현황)

부산광역시

ShakeJ

94

비씨카드
완쭈안한궈(玩转韩国)

중문 번체 관광정보

한국관광공사

비씨카드㈜

95

산 여행
(등산/레저/스포츠)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이태권

96

서울이지투어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장도곤

97

수원관광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웹스톰(webstorm)

98

스마트 투어 코리아

일문 관광정보 서비스,
중문 간체 관광정보 서비스,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STKorea

99

스테이코(STAYKOR)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Bromine Corp.

100

안 - 전업종 할인정보,
TV맛집, 전국여행/
관광지 정보

국문 관광정보

한국관광공사

안라이프

183

순번

서비스명

활용데이터

제공기관

개발자/기업명

101

야놀자펜션 - 펜션예약,
펜션할인,
풀빌라펜션, 여행,숙박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신)동네예보정보조회서비스,
중기예보정보조회서비스

한국관광공사, 기상청

야놀자트래블

102

양양명품펜션

양양 관광 정보

한국관광공사

플라이메이트

103

어바웃평창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elice dev.

104

어스토리(earthtory)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일문 관광정보 서비스,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전병우

105

에브리트레일 - 등산
자전거 걷기 좋은길
여행

식물자원 서비스,
기상청 API, 국내관광지정보

산림청, 국립수목원,
기상청, 한국관광공사

soundbread

106

여행 챗봇(지도 표시)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AACE

107

여행 파트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SMU1994

108

여행가이드

국문 관광정보

한국관광공사

최석재

109

여행노트

국내관광정보DB

한국관광공사

㈜여행노트앤투어

110

여행에 빠지다

한국관광공사 생태관광정보 서비스,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이 기범

111

여행은? 여하람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목도균

112

여행지도 오프라인지도, 길찾기,
지하철, 여행정보

한국관광공사 여행 콘텐츠

한국관광공사

다비오

113

영주시 스토리텔링 영스클럽

유물/유산/문화재

경북 영주시청

(주)앱솔

114

예약왕

국문 관광정보

한국관광공사

위드시스템(주)

115

오늘밤엔

국문 관광정보

한국관광공사

엔인포

116

오십보, 백보(내 주변
음식점, 식당, 맛집 정보)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TEAM 율곡 마드리드,
허건

117

오지캠핑

공연전시정보조회서비스

한국문화정보원

5G CAMP

118

온라인 한국어
화상회화 교육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주)우리랑코리아

119

우리 어디가?

중문 간체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조광제(Ncredif)

120

우리나라 문화유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정보,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문화재 공간정보,
문화재종목별서비스, 문화재지역별서비스,
문화재통계서비스, 문화재시대별서비스

문화재청

microLABS

121

운전 중 관광포인트
자동 알리미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SM Lab

122

원앙소리

충추시 문화, 관광정보

충주시청, 한국관광공사

소솜팀

123

웨어고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주)웨어고

124

웰컴투 코리아
(대한민국 관광 가이드)

국문/독어/서어/영문/노어/불어 관광정보,
중문 번체/간체 관광정보,
관광용여 외국어 용례사전

한국관광공사

김세호/스카이앱
(SKYAPPS)

184

부록. 문화데이터 활용 기업 리스트

순번

서비스명

활용데이터

제공기관

개발자/기업명

125

위시빈(WishBeen)

영문 관광정보

한국관광공사

위시빈

126

은련통

중문 간체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비드바이

127

이거나 들어(위치기반
음악 공유 SNS)

국내여행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유지송안김
Yeonwoo Kang

128

이리저리

농어촌체험마을,체험프로그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129

이야 빠른예약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중문 간체 관광정보 서비스,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일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CINTECH

130

이지고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크리에이트뉴컬처㈜

131

이지체크 핫플레이스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한국정보통신 (KICC)

132

이지트레블

한국관광공사 Tour API 3.0,
무장애정보 공공데이터

한국관광공사

원스텝트래블

133

자유Roam(자유롬) 데이터 로밍이 필요
없는 여행앱

국가별 안전정보

외교부

XINESS

134

자유투어

사건사고 현황, 여행금지제도, 현지 연락처,
국가별 공지사항 목록조회

외교부

자유투어

135

전국계곡탐방
(여름휴가/여행/관광)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이태권

136

전국관광지도 앱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진흥재단

137

전주 여행 친구

문화체험 정보 서비스, 문화공간 정보서비스,
한옥마을숙박정보 검색 서비스 등

전라북도 전주시

Ryu Geunsu

138

전주의 모든 것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전라북도 전주시

Eric Min

139

전주한바퀴

전라북도 전주시 관광정보

전라북도 전주시

ECONOVATION

140

제주 관광지 입장요금

공영관광지별 요금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관광지별 요금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Happy2U

141

제주 착한가격식당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청

제주관광정보

Happy2U

142

제주모바일

동네예보정보조회서비스, 국내 관광지정보 서비스

기상청, 한국관광공사

주식회사 제주모바일

143

제주해양문화올레

비짓제주 (Visit Jeju)

제주관광공사

Ieodo Research
Society

144

조인나우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넥스트스토리

145

지역알리미

축제/행사/교육 정보

대구광역시

NAP

146

체험 나들이 - 서울
도서관 공원
체험 이벤트

농어촌체험마을

한국농어촌공사

Vings(빙스)

147

축제모아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장영실제작소

148

캠프링크

국립공원 야영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유니위즈

149

캠프위크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캠프위크

150

캠프촌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엑스마크

151

캠핑원

국문 관광 정보

한국관광공사

디스카운트캠핑

185

순번

서비스명

활용데이터

제공기관

개발자/기업명

152

콕콕114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케이티씨에스
크리에이트립

153

크리에이트립

Tour API 3.0, 행사 및 공연 정보 Open API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정보원

154

탐나오 제주여행마켓

관광지정보, 관광지명 검색 서비스,
여행지도 정보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55

토끼풀(Talkyple)

국문/일문/중문/영문 관광정보

한국관광공사

㈜에스앤비소프트
투어이천
시전소프트

156

투어2000 여행사

국가별 공지사항 목록조회, 여행경보제도,
여행금지제도 등 영문 관광 정보 서비스

외교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157

투어코리아

국문, 영문, 일문, 독문, 서문, 불문, 서반문 관광정보

한국관광공사

158

투트

무장애 여행 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누리봄

159

트립앤바이 제주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digitalDigm

160

트립토리

국문 관광정보

한국관광공사

피치바이트
(PEACHBYTE)

161

트립포즈 한국여행정보포털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중문 간체 관광정보 서비스,
일문 관광정보 서비스, 중문 간체 관광정보 서비스,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Watertree

162

파크인서울
(서울시 공원 정보)

서울특별시 공원 정보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JinhoJung

163

펀펀코리아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SmartIcon

164

펜션킹 - 펜션예약,
펜션할인,
펜션어플, 여행, 숙박

관광지 데이터

한국관광공사

위민

165

프라이빗 가이드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주)그린키위

166

플래닛위드

국문/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비움소프트

167

플레이 토브!

공연전시정보조회서비스

한국문화정보원

토브

168

플레이플. 넷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장용섭

169

핀온맵(Pinonmap)

Tour API 3.0

한국관광공사

훈훈소프트

170

하나투어

여행경보제도

외교부

㈜하나투어

171

한국을 더하다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무장애 여행 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rollcake86

172

한진관광

여행경보제도

외교부

(주)한진관광

173

핫츠고(Hotsgo)

여행경보제도

외교부

핫츠고

174

해수욕장
(해변/피서/휴가)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이태권

175

환잉꽝린

중문 간체 관광정보

한국관광공사

와우커뮤니케이션(주)

176

휴플 - 휴게소의 모든것

축제 전시 정보

한국관광공사

홍카

177

에이치맵(HMAP)

국내관광지정보

한국관광공사

모자이크

178

천재교육 해법아이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김신영

186

부록. 문화데이터 활용 기업 리스트

3. 디자인/이미지/도서

순번

서비스명

활용데이터

제공기관

개발자/기업명

179

개인 출판을 위한
글쓰기 플랫폼 ‘북쓰담’

도서

문화데이터광장

주식회사 블랭크
다락원

180

다락원 스마트 러닝

한국어·한국문화교육자료 데이터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181

달항

전통문양 DB
문화유산 DB

한국문화정보원
국립중앙박물관 외

달항

182

라돈 : 3D 아트토이
컬러링 DIY KIT

전통문양, 조선후기 설화

공공누리

RADON

183

세종아트 한국의 감성 선물

문화포털 전통문양 데이터

한국문화정보원

세종아트

184

뷰티 크래프트 쇼핑몰

전통문양 이미지

한국문화정보원

뷰티크래프트 쇼핑몰

185

비블리,
책 좀 읽는 사람들

각종 뉴스 메타데이터

한국언론진흥재단

Rye&Catchers

186

서울상징 벽시계
(인테리어
디자인제품 적용)

서울시상징문화디자인

서울시

MQ201

187

잉크 독서 기록과 책 추천

도서 및 디브러리 정보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주)브레인콜라

188

전통 꽃문양 활용
면 반다나, 실크 반다나

전통문양 디자인

문화포털

뷰티풀레코즈

189

컬러필 당신을 위한 컬러링 북

한국의 전통 문양

문화포털

예스튜디오주식회사

190

콘텐츠쉘빙

도서관정보나루,
국가자료종합목록(KOLIS-NET),
문학창작공모전

국립중앙도서관

브이에스커뮤니티

191

태권액션피규어 블루

태권도 관련 데이터

태권도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T-SIDE

192

플라이북

국가자료종합목록, 디브러리 종합목록,
디지털 컬렉션, 소장원문

국립중앙도서관

플라이북

193

한글 패턴 차주전자
세트 소로시

훈민정음 해례본,한글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한글 박물관,
간송 미술문화재단

소로시 sorosi

194

한류 제품을 위한
포장 디자인

모란 이미지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보리스

195

친환경 페인트 벽지무늬

한국의 문양 이미지

한국문화정보원

(주)홈아트

187

4. 유물/유산/문화재

순번

서비스명

활용데이터

제공기관

개발자/기업명

196

3D 온라인 전시/박물관

문화유물 3D 데이터

한국문화정보원

주식회사 컨트릭스랩

197

디지털 개방형 수장고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3D scan data

문화재청,
한국문화정보원

(주)콘트롤시비

198

문화 유적지 증강현실
Visual Guide

문화 유적지 또는 박물관 소장 사료

전국 박물관,문화 유적지
관리기관

주식회사 카이로스

199

박물관 나들이

이뮤지엄 소장품 조회 API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소프트맨

200

실감 서비스를 위한
3D뷰어서비스와
3D데이터 홀로그램

문화재3D데이터, 박물관 유물3D데이터,
생물·과학관 3D데이터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주)쓰리디뱅크

201

쓰리디뱅크

활용데이터: 문화재청 문화재정보,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정보
활용API: 정보화산업진흥원 생물관 정보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정보화산업진흥원

㈜쓰리디뱅크

202

아태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정보

유네스코아태무형
유산센터

(주)엔유비즈

203

역사탐방

유물 유적 이미지 데이터,
문화제 영상 데이터,
무형문화제 데이터

문화재청,
한국무형문화유형

온새미로역사탐방

204

우리문화지킴이(우문지)

문화재 지역별 서비스, 문화재 시대별 서비스,
문화재 통계 서비스, 문화정보 조회 서비스,
한국민속신앙사전, 한국세시풍속사전

문화재청,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사)우리문화지킴이

205

유적지 및 박물관의
효과적인 증강현실
가이드 - Visual Guide

문화 유적지, 박물관 소장 사료

국립중앙박물관

주식회사 카이로스

206

제주항공우주박물관_
스마트 도슨트 서비스

유물 및 소장품 현황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넷

207

초, 중등생을 위한
역사여행 플랫폼, 놀토

한국관광공사 여행지 정보, 문화재 정보,
문화포털 전시/공연일정

문화재청,문화포털,
한국관광공사

(주)문화상상연구소

208

코리아마블 유네스코편

‘추천공공저작물’ 유네스코 문화유산 사진 자료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테이콘커뮤니케이션즈

188

부록. 문화데이터 활용 기업 리스트

5. 지식/정보/체육

순번

서비스명

활용데이터

제공기관

개발자/기업명

209

매치백

전국공공체육시설현황

문화체육관광부

libus

210

사운드플렉스

문화포털-영상저작물

한국문화정보원

사운드플렉스스튜디오

211

DICO

한국어 기초사전 오픈 API

국립국어원

디코

212

private guide

관광지 정보, 사진

한국관광공사

(주)그린키위

213

Smile - 스마트한 출장
관리 어플리케이션

국가별 안전정보

외교부

SMTOWN TRAVEL

214

Worlmony
Communication

법 조항 데이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월모니커뮤니케이션

215

사운드 테라피

국내 명소의 사진, 스토리영상

한국관광공사

니어투

216

국민체조 다이어트 국민건강체조

국민체조 및 국민건강체조 영상

체육부콘텐츠
이용(저작권)

날씬 (NALTHIN),
(주)비타샵

217

나쁜기억지우개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 정보

한국문화정보원

나쁜기억지우개

218

노리투 앱

문화생활정보,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 한국관광공사

웹스톰, 성지은

219

린더(linder)

공연예술통합전산망 KOPIS, 영화출시 및 상영정보
KOBIS, Tour API 3.0 등

한국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히든트랙

220

문화서울

서울시 문화행사, 도서관, 교육 정보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dewlain

221

바로매치: 축구팀찾기

2013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B2COME

222

박빙

날씨데이터,사회체육데이터

기상청

세컨그라운드

223

스포와이즈
(SPOWISE) FMCS

프로그램 강좌 정보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HISCO

224

스페이스
디텍트(SPACE
DETECT)

Tour API 3.0, 인근 관광 명소, 여행지도정보서비스,
전국 박물관 유물정보, 국내 관광정보 서비스 등등

한국관광공사

엘비에스테크
(LBSTECH)

225

앱탭

봉사참여 정보서비스, 국문 관광정보, 공연 전시정보

행정자치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정보원

이종혁

226

어느공원갈까?

서울시 공원 현황,
서울시 공원id별 프로그램 조회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niee

227

엉아야 우리말
for Android

아름답고 정겨운 우리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정루치아노

228

올유학닷컴

국가별 안전정보

외교부

(주)지노시스

229

원더플랜잇
(Wonder Plan-it)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영문 관광정보 서비스

한국관광공사

㈜원더풀래닛

230

이지서치

전국 병원, 약국 정보조회,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등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공단, 기상청,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이지서치

231

타임블럭스
(Timeblocks)

지역문화/행사/축제/전시정보

한국문화정보원

데이투라이프

189

순번

서비스명

활용데이터

제공기관

개발자/기업명

232

플레이콕

동영상서비스체육소식
생활체육뉴스, 생활체육컬럼
동영상자료, 체육행사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책브리핑

플레이콕

233

하비박스

문화/공연/축제 정보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부문 데이터

한국문화정보원

하비박스

234

한국문집총간 - KRpia

한국문집총간 한음문고,
한국문집총간 노계집, 한국문집총간 선원유고

한국고전번역원

누리미디어

235

한옥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종이 접기 한옥교실

한옥 구조, 전통 문양

한국문화정보원

한옥스토리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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