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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상

 2022년은 K-컬쳐 열풍이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 1위, 아시아 최초 에미상 

수상이라는 혁신적 기록을 세운 ‘오징어 게임’과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며 K-팝의 위상을 높인 BTS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더 폭발적으로 한류의 저력이 전 세계에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확대와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생성되고 공유되는 디지털 기술이 

K-컬쳐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 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초연결’과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혁신은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연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기업과 정부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창출과 공공혁신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기 위해 사회 전 영역의 구조를 빠르게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지난 20년 동안 문화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 연계하고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발판을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문화데이터 광장을 통해 344개 기관의 1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연계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 분야 최초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문화데이터 활용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스타트업과 공공, 학계의 다채로운 문화데이터 활용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총 2,478건의 민간 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혁신 시대에도 누구나 쉽고 편하게 문화를 누리며, 문화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문화 디지털 전환 전문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0.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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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데이터 활용 현황

Part
01

유형별 연계현황

분야별 연계현황

2022년 활용 수요 조사



문화데이터

분야별 연계현황

분야별 기관 수 *2022년 10월 기준

분야별 오픈 API 수 *2022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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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예술

58

16.9%

문화

유산

65

18.9%

문화

산업

46

13.4%

관광

118

34.3%

체육

6

1.7%

도서관

10

2.9%

여건

조성

13

3.8%

홍보

지원

28

8.1%

합계

344

100%

문화예술

16.9%
58개

문화유산

18.9%
65개

문화산업

13.4%
46개

관광

34.3%
118개

체육

1.7%
6개

도서관

2.9%
10개

여건조성

3.8%
13개

홍보지원

8.1%
28개

문화

예술

119

29.2%

문화

유산

59

14.5%

문화

산업

63

15.5%

관광

19

4.7%

체육

36

8.8%

도서관

30

7.4%

여건

조성

20

4.9%

홍보

지원

3

0.7%

맞춤형

API

58

14.3%

합계

407

100%

문화예술

29.2%
119개

문화유산

14.5%
59개

문화산업

15.5%
63개 4.7%

19개

관광 체육

8.8%
36개

도서관

7.4%
30개

여건조성

4.9%
20개

홍보지원

0.7%
3개

맞춤형 API

14.3%
58개



문화데이터

유형별 연계현황

연계기관 수

분야

텍스트

동영상

이미지

사운드

기타

합계

기관수

295

21

19

3

6

344

비율(%)

85.8%

6.1%

5.5%

0.9%

1.7%

100%

*2022년 10월 기준

합계

344곳

연계유형별 건수

분야

텍스트

동영상

이미지

사운드

합계

기관수

831,152,922

125,773,154

97,000,971

1,401,107

1,055,328,154

비율(%)

78.8%

11.9%

9.2%

0.1%

100%

*2022년 10월 기준

연계유형별 서비스 수

분야

텍스트

동영상

이미지

사운드

합계

기관수

120,341

2,423

1,948

386

125,098

비율(%)

96.2%

1.9%

1.6%

0.3%

100%

*2022년 10월 기준

합계

125,098곳

합계

1,055,328,154곳

기타

이미지

동영상

사운드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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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데이터

활용 수요조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해 실제 문화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 및 단체, 플랫폼 회원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2년 10월 기준 / 1,207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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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데이터 활용 목적

정보취득

서비스 및 앱 개발

학술연구(논문 및 과제 등)

창업/사업

기타

63.4%

26.4%

23.7%

22.3%

0.4%

전체 응답자 및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31.8%

55.9%

10.9%

1.2%

0.2%



문화데이터

활용 수요조사

문화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정보 제공의 신속성(실시간성)  46.1%

데이터 정확성  42.6%

데이터 개방 영역의 확대  38.3%

사진, 음성, 영상  21.8%

오픈 포맷(CSV, XML, RDF 등) 형태의 데이터 확대  12.4%

사용자 온라인 소통 공간 제공  10.2%

기타/없음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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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데이터 활용 계획

문화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데이터 활용을 유지할 계획이다.

문화데이터 활용을 축소할 계획이다.

문화데이터 활용을 중단할 계획이다.

기타(모르겠다 등)

합계

30.9%

64.6%

3.2%

0.5%

0.8%

100%

합계

100%

신규 데이터 개방 희망

문화

예술

467

38.7%

문화

유산

433

35.9%

도서관

239

19.8%

정보화

여건

180

14.9%

관광

513

42.5%

체육

161

13.3%

홍보

지원

106

8.8%

문화

산업

6

0.5%

없음

5

0.4%

합계

1207

174.8%

관광

42.5%
513개

문화예술

38.7%
467개

문화유산

35.9%
433개

도서관

19.8%
239개

정보화여건

14.9%
180개

체육

13.3%
161개

홍보지원

8.8%
106개

문화산업

0.5%
6개

없음

0.4%
5개

확대

축소

기타

유지

중단



문화데이터

활용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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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데이터를 활용해 개발(완료/예정)한 상품 및 서비스 유형

개발 완료한

상품 및 서비스 수

웹  서비스  52%

모바일 앱 서비스  44.5%

데이터 가공 및 분석  26.2%

온라인 콘텐츠 영상  17.9%

오프라인 제품  14.4%

*문화데이터를 활용해 운영중인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 229명 중

*문화데이터를 활용해 운영중인 상품이나 서비스가 있다고 응답한 이용자 229명 중

개발 예정인

상품 및 서비스 수

475

개발 완료

383

개발 예정



문화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Part
02-1

제품서비스 부문

딥비전스

네이앤컴퍼니

이지콘텐츠연구소

베스트마인드

이지포트



미세찰칵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구역 제공 서비스

멀리 떨어진 측정소의

미세먼지 정보가 아닌

내가 숨 쉬는 공간의

미세먼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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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주소

홈페이지

설립연도

종사자수

활용 문화데이터

강봉수

www.deepvisions.co.kr

2018년

2022년 현재 20명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문화시설정보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R&D센터 637 B호

딥비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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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딥비전스는 '딥러닝'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과 시각 데이터를 분석하는 '컴퓨터 

비전' 기술을 접목해 실용적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를 AI 기술을 통하여 분석하고 맑은 공기 속에서 숨 쉴 수 있는 

세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제품/서비스

소개

문화데이터

활용

제품/서비스

향후 발전방향

Beyond the Invisible world

멀리 떨어진 미세먼지 측정소 정보가 아닌 내가 숨 쉬는 공간의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

기존에 설치된 CCTV에 딥비전스의 솔루션인 비전 플러스를 탑재하여 영상분석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농도 측정.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미세먼지 농도 정보 제공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위치한 곳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알리미 정보 활용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시설알리미 위치 및 상세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야외 및 실내 체육시설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농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내 집 앞 체육시설, 오늘 운동해도 되는 날일까? 

딥비전스는 실내 및 실외에 있는 공공 체육시설 등에 있는 CCTV를 활용하여 

미세먼지의 농도를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노인, 어린이, 호흡기 환자, 임산부들에게 

설정 시 알림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에 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미세먼지 측정소의 정보가 아닌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곳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여 국민에게 건강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네이버스(Neibus)
AI 기반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13 한국문화정보원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설립연도

종사자수

활용 문화데이터

심성보

1661-3089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 프론트윈 12층

https://neibus.kr

2019년

2022년 현재 15명

한국관광공사 Tour API

네이앤컴퍼니 (Nei & Company Inc.)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이동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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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주식회사 네이앤컴퍼니는 AI 기반 친환경 MaaS(Mobility as a Service) 플랫폼 

네이버스(NEIBUS)를 만들고 있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입니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이용을 촉진하여 1인당 1년간 1톤의 탄소 배출 저감을 돕는다는 ESG 경영 미션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제품/서비스

소개

문화데이터

활용

제품/서비스

향후 발전방향

대한민국 No.1 친환경 모빌리티 스타트업

AI기반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네이버스는 친환경 MaaS 플랫폼으로 버스, 지하철, 공유 자전거, 전동 킥보드, EV

렌터카 등 도심 속 친환경 이동 수단을 통합하여 최적 길찾기 및 결제는 물론, 탄소 

배출 저감 촉진을 위한 탄소발자국 모니터링과 챌린지, 리워드 토큰까지 제공합니다. 

모빌리티 앱들을 각각 설치해서 비교하고 관리할 필요 없이 네이버스 앱 하나로 

목적지까지 끊김 없고 경제적인 통합 이동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전국 관광정보 활용

한국관광공사의 Tour API를 활용하였습니다. 전국 관광지, 축제, 숙박, 음식 등 약 70

만 건 이상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수집·정제하여 네이버스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융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이동과 관광을 한번에

네이버스가 꿈꾸는 미래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사용자 이동 목적, 비용, 교통 상황, 

날씨 및 탄소 배출까지 고려하여 초개인화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No.1 

친환경 MaaS 플랫폼'입니다. 이동 목적에는 일상생활 속 단순 이동뿐만 아니라 맛집 

찾기부터 제주도 한 달 살기와 같은 문화콘텐츠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앞으로 보다 

폭넓은 동종ㆍ이종 간 데이터 융합으로 나의 이동 생활을 책임지는 든든한 AI 이동 

비서가 되겠습니다.  



메타멘토(Meta Mento)
외국인대상 한국어교육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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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설립연도

종사자수

활용 문화데이터

이동건

010-8011-18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61 307호

www.ezconlab.com

2021년 09월 08일

2022년 현재 5명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OPEN API

이지콘텐츠연구소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국어를 배우는 가상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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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이지콘텐츠연구소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사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메타멘토(Meta Mento)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품/서비스

소개

문화데이터

활용

제품/서비스

향후 발전방향

(주)이지콘텐츠연구소

메타버스를 활용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한류 팬 및 외국인 노동자, 귀화자 등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맞게 구성된 다양한 

콘텐츠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할 수 있으며, 메타버스로 구현된 가상의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며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및 문화재청의 공공데이터 활용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기초사전 OPEN API와 문화재청의 국가문화유산 포털 

데이터를 활용하여, 메타버스 내에 12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한글교육용 콘텐츠와 

한국의 문화유산 디지털 트윈 공간을 제작합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전 세계인의 사랑방

[메타멘토]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 학습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계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함께 소통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소통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마인드업(UP!)
전문가와 컨텐츠를 활용한 스포츠 선수 멘탈 분석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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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주소

설립연도

종사자수

활용 문화데이터

이남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3년 03월 10일(예정)

2022년 현재 4명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자료 데이터 
스트레스와 운동선수, 코치와 선수
경쟁스트레스 요인

베스트마인드(BEST MIND)빅데이터 분석 / 컨텐츠 서비스

/ 레슨 / 심리상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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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전문가와 콘텐츠를 활용한 스포츠 선수 멘탈 분석 관리 서비스

제품/서비스

소개

문화데이터

활용

제품/서비스

향후 발전방향

마인드업(UP!)

전문가와 콘텐츠를 활용한 스포츠 선수 멘탈 분석관리 서비스

마인드업(up)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스포츠 선수의  멘탈 상태를 분석하고 

시각화된 멘탈 데이터를 선수에게 제공합니다. 분석 결과에 맞게 전문가와 컨텐츠를 

활용하여 선수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한국 스포츠정책과학원의 스포츠 선수의 스트레스 원인, 요인 등 자료를 활용하여, 

저희의 아이템의 핵심 기술인 스포츠 선수 진단 척도를 개발하였습니다.  

유/청소년 스포츠 선수 멘탈 데이터 확보

스포츠 선수들의 멘탈 데이터를 확보하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데이터를 

제공하여 스포츠 선수들의 멘탈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지포트
5분 이내 관세청 수출 신고 및 해외 배송 원스톱 접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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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

종사자수

활용 문화데이터

2018년

2022년 현재 3명

국립중앙도서관 도서 DB

이지포트(EZport)5분 이내 관세청 수출 신고 및

해외 배송 원스톱 접수 플랫폼

회사 소개

5분 이내 관세청 수출 신고 및 해외 배송 원스톱 접수 플랫폼

제품/서비스

소개

문화데이터

활용

제품/서비스

향후 발전방향

이지포트(Ezport)

손쉬운 수출 플랫폼을 개발. 특히 문화공공데이터를 활용 도서 수출 특화

손쉬운 수출 플랫폼을 개발, 특히 문화데이터를 활용 도서 수출 특화

외국인, 재외동포를 위한 우리나라 도서 수출

국립중앙도서관 DB 활용 공신력 있는 우리나라 도서 정보 해외 소개

국립중앙도서관 DB 활용 공신력 있는 우리나라 도서문화상품 전세계 수출

국립중앙도서관 DB 활용 공신력 있는 우리나라 도서문화상품 전세계 수출 



문화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아이디어 부문

Part
02-2

베토벤

리치유

wiiiamiiia

초읽기

그래블



수어로 세상과 연결하는

Sign Language Platform
한글 수어 번역 플랫폼

팀원

활용 문화데이터

방현진, 백지혜, 김영우, 김형기, 선경문

국립국어원 문화정보수어, 전문용어수어,

일상생활수어, 통합 수어정보

베토벤수어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미지나 글자를 전달받으면

수어 영상으로 반환해주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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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소개

한글 수어 번역 서비스 플랫폼은 일상생활에서 수어 사용 빈도를 높여 농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아이디어

소개

문화데이터

활용

수어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농인에 대한 인식 개선

다양한 영역에서 수어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수어 번역 서비스 플랫폼

일반적으로 수어는 농인들 간의 의사소통으로 사용하는 언어로만 인식되어 

있습니다. 즉, 수어를 외국어와 같은 하나의 언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수어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쉽게 수어를 접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어 번역 서비스 플랫폼(Sign Language 

Platform)은 다양한 영역에서 수어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농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고 수어를 사용해야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수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어 번역 

서비스 플랫폼은 국립 국어원의 통합 수어정보 API를 활용하여 구현하였으며, 

다양한 수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수어 DataLake 및 수어 API Hub도 구축하여 

활용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DataLake 및 수어 API Hub가 수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나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줌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무엇이 아닌 

일반 사회에 장애인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삶 구분없는 차별없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립국어원의 통합 수어정보 데이터를 활용

국립 국어원의 통합 수어정보 데이터와 다양한 수어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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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

향후 발전방향

수어 대중화를 위한 통합 수어 서비스 플랫폼

수어 번역 서비스 플랫폼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의료, 교육, 일상생활 등등 

특히 의료의 경우,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어 통역이 없다면 설명 자체가 힘들고 환자의 민감한 개인 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어 통역사들에게 공개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어 번역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다면 환자와 의사간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수어 교육 환경에서도 수어 번역 서비스 플랫폼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어 교육은 농인이 직접 수어를 교육하는게 아니라 

청인 기준으로 작성된 수어 교재를 통하여 청인이 수어를 교육하게 됩니다. 또한 수어 

교육이 체계화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개인이 

수어를 학습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어 번역 서비스 플랫폼은 

수어 교육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농인이 쉽게 수어를 교육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어는 이렇게 어떠한 분야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어는 사용량을 보고 움직이기보다는 일상생활에 보다 많이 노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구성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수어 번역 서비스 

플랫폼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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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닿아서, 풍요롭게 - 성장판
국악 통합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팀원

활용 문화데이터

리치유(Reach you & Ric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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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관련 문화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전통성악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정예린, 박해민, 박은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행정동별 문화예술회관

정보, 예술인활동증명 지역별, 문화예술

공공시설 대관정보, 문화시설 기상정보

유동인구 추이 현황, 문화공연 유동인구

분석(통신 융.복합), 국립국악원 국악기

디지털 음원, 국악공연정보, 국악자료정보,

국악아카이브 영상 및 텍스트,

국립남도국악원 국악공연정보,

국립민속국악원 국악공연정보,

국립부산국악원 국악공연정보



팀 소개

리치유는 문화데이터를 이용해서 당신에게 닿는다의 Reach you와 당신을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한다의 Rich you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국악 통합 

앱 서비스 성장판은 국악에 관심 있는 남녀노소가 국악 교육을 받고, 국악 공연을 

향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디어

소개

문화데이터

활용

국악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쉽고 편리한 앱으로 연결

국악이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벌린 ‘판’의 합성어, 성장판

‘연습:판’에서 국악기의 단음부터 얼씨구 같은 악구, 실제 공연 곡조까지 따라 

부르면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판’에서 혼자 비대면 공연 영상을 녹화하거나 

타인의 영상에 듀엣, 그룹으로 참여해 비대면 공연영상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공연:판’에서 국악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하고 글과 영상으로 학습하며, Q&A 기능을 

이용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특정 거리 내에 

있는 국악 공연 및 버스킹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통:판’에서 누구든지 

소통방을 만들고 팬모임을 개설해 서로 정보와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 

예술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악 교육을 제공하고, 국악 공연 정보를 제공하는 최초의 

국악 ‘통합’ 앱 서비스로 국악에 대해 높아진 관심에 대한 대응책과 비대면 국악 문화 

소비에 대한 촉진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악기 디지털 음원, 국악 공연 정보, 국악 자료 정보 데이터 활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에게 국악 공연 정보, 공연장 위치 정보, 

예상 관람객 수를 제공합니다. 국립국악원 데이터의 국악기 음원, 국악 자료 정보를 

통해 국악 교육 기능에 사용됩니다. 국립남도국악원, 국립민속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데이터를 통해 국악 공연의 줄거리, 기간, 일자 등의 국악 공연 

정보를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오픈 API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전통 

성악 교육과 국악 공연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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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향후 발전방향

국악 교육과 향유 기능 제공으로
세대 간의 통합 및 국악 활성화를 위한 최초의 국악 통합 앱

1) 비대면 교육의 질 증가 : 기술적 한계와 시공간의 제약으로 일방향 소통이 주를 

이루었던 비대면 애플리케이션 교육들이 성장판의 음원 대조 AI 기술, 실시간 수치 

분석 기술을 본떠 질 높은 비대면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2) 문화 사업과의 융합 및 확장 : 성장판의 활성화로 인해서 국악 버스킹의 확산, 

문화예술인 신규 데이터 구축이 기대되므로, 이를 활용해 문화누리카드 관련 

신사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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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망생에게 검증 받은 캐스팅 디렉터를 연결해주는 연기 숏폼 플랫폼

팀원

활용 문화데이터

최현민, 최봉민, 최지영, 우예인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현황 및 통계,행전안전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wiiiamiiia캐스팅 매칭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캐스팅 디렉터를 검증받아

문제를 해결

도전하는 미아들에게 기회의 순간을.

miiia(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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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소개

배우를 찾는 캐스팅 디렉터와 배우를 꿈꾸는 지망생들은 많지만, 캐스팅 매칭이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아이디어

소개

문화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향후 발전방향

연기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해결

배우의 꿈을 두고 방황하는 미아들 그들에게 넓은 길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배우를 꿈꾸는 미아들은 많지만, 배우 캐스팅 매칭이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캐스팅 디렉터를 

검증받아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정부 인증 ENT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오픈 API를 통한 캐스팅 디렉터 인증 구현 방식

정부에서 검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종 등록 엔터테인먼트 리스트와 캐스팅 

디렉터의 명함 대조를 통해 캐스팅 디렉터와 업계 관계자를 검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만연해 있던 문제점인 배우 지망생의 꿈을 악용하는 

학원형 기획사와 캐스팅 디렉터를 사칭하는 사람들을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캐스팅 구조와 프로필 관리의 단순화

지망생(공급자)과 miiia 그리고 제작사 및 매니지먼트(소비자)의 간단한 캐스팅 구조 

형성. 미아를 통해, 앞서 언급한 복잡하고 불투명한 캐스팅 구조를 간단하고 체계적인 

캐스팅 구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배우들의 프로필과 연기 영상을 받아 각 업체에 

전달하여 프로필 관리의 단순화를 업계에 가져온다. 궁극적으로 캐스팅 구조와 

프로필 관리의 단순화와 배우 캐스팅 프로세스의 단축을 업계에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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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읽기
초등학생 읽기 활동 커뮤니티 플랫폼

팀원

활용 문화데이터

조민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Open API,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추천도서

Open API  

초읽기독후감 과제를 활용한

또래 집단과의 독서 기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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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소개

초읽기는 초등학생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독서활동을 학교 

밖에서도 연계하여 지속할 수 있는 독서 커뮤니티 플랫폼을 제안합니다. 

아이디어

소개

문화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향후 발전방향

초등학생 독서 커뮤니티 육성을 통해 독서 진흥 방안을 모색

초읽기를 통해 독후 과제 수행과 독서 기반 소통을 동시에

초등학생이 학기와 방학 중 숙제로 수행하는 독후 활동 자료를 개인적 차원의 

기록으로 간직하는 것을 넘어 독서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또래 독서 집단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OpenCV와 OCR 기술이 적용된 스캔 및 텍스트 추출 기능을 통해 

과제로 완수한 독후감상문을 빠르고 쉽게 커뮤니티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감상 산출물 없이도 독서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있어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독서 활동을 돕습니다. 초읽기를 이용하는 학생은 학교의 독서 

과제를 독서 커뮤니티 활동으로 연결하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보다 능동적인 

독서 태도를 갖출 수 있습니다. 1:1의 피드백에 익숙했던 학생에게 또래 집단과 독서 

이력을 공유하고 감상을 나눌 수 있는 확장된 독서 경험을 제공합니다. 

국립도서관 데이터 활용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Open API를 이용한 도서 검색 기능을 통해 공통의 독서를 

수행한 타인의 감상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 Open API를 활용하여 2006년부터 최신까지 축적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별 추천 도서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래 독서 공동체 활성화를 도와 독서 인구 성장에 기여

현 독서 어플 시장에 부재한 초등학생 위주 독서 커뮤니티의 역할을 수행하여 독서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대안이 되고자 합니다.  활발한 독서 기반 소통의 장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하며 함께하는 독서의 재미를 통해 보다 풍부한 독서 경험의 

축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유인과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초읽기가 초등학생의 독서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정착하여 건전한 독서

문화를 경험한 개인이 독서의 가치를 내면화

하고 궁극적으로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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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저감 여행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팀원

활용 문화데이터

이지선, 최다혜, 양희경 

한국관광공사 친환경관광지,

소상공인진흥공단 전국전통시장표준데이터,

한국관광공사 TourAPI, 국토교통부

전국버스정류소표준데이터 및 지하철정보,

행정안전부 전기차충전소, 지방자치단체

전국자전거도로/보관소/대여소 표준데이터

및 공공자전거 표준 데이터, 카카오 비건음식점

및 제로웨이스트샵, 슈퍼빈

그래블(Greavel)친환경 여행 수요에 맞춘 앱으로

탄소 저감 여행 정보부터 계획,

후기관리까지 도와줍니다. 

탄소 저감 여행 앱

: Greavel (Green+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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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소개

숲과 자연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여행하면서 만드는 탄소와 쓰레기에 죄책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다 탄소 저감 여행 방법을 소개해 주면서 자기 효능감을 주며 

실천하게 해주는 아이디어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소개

문화데이터

활용

사랑하는 여행지를 지키며 여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탄소 저감 여행 정보부터 계획, 후기 관리까지 도와주는 앱 Greavel(그래블) 

[탄소 저감 여행 정보제공] Greavel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여행지와 이동 수단의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여행지는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건물의 탄소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되는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며 이동 수단은 휘발유를 이용하는 자동차보다 적게 

배출되는 이동 수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감된 탄소량 시각적 제시] 여행 중 이용하는 여행지과 이동 수단이 배출하는 

탄소량을 계산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하며 탄소를 저감하며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때 저감한 탄소량을 수치적으로 제시하여 사용자가 탄소 저감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하며 여행 중 탄소 저감방법을 효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게 

합니다. 

[탄소 저감 여행 계획 및 추천] Greavel은 탄소저감 여행지와 이동 수단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를 결합하여 원하는 여행 코스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자신이 

만든 여행 코스를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공유하고 받을 수 있으며 앱 자체의 추천 

기능으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지와 대중교통과 관련된 민간, 공공 데이터 활용

비건 음식점이나 제로 웨이스트샵, 전통시장 위치에 대한 여행지 데이터와 버스 

정류소, 자전거 도로 등과 같은 대중교통 데이터를 활용하여 탄소 저감 여행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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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향후 발전방향

자기 효능감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서비스로 성장 

“그린 포인트제”와 연동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앱은 사용자들이 탄소 

배출이 적은 이동수단을 선택하고 또, 그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금전적 보상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는 현재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린 포인트제”와 연동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방법을 모색해 

사용자들이 자기 효능감을 느끼며 탄소저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소 저감양의 정확도를 고도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건 식당이나 이동수단 별 

탄소저감 양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여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박 시설 탄소 측정 및 인증제 도입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고다와 같은 국제 숙박 예약 서비스는 탄소 저감 인증제를 통해 숙박 시설에서 

탄소 저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숙박 시설과 MOU를 맺어 탄소저감 

숙박시설 인증제를 통해 이동에서 숙박까지 모두 탄소저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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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데이터 우수 활용사례

Part
02-3

데이터분석 부문

쉬면 뭐하니

와다다다

핏체인저

시소



세대 · 지역 맞춤형 여가 활동 특성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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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문화데이터

김유민, 임혜리, 최민경, 우명진

문화빅데이터플랫폼 컨슈머인사이트 제공
[1] 여가관련 지출 동향 및 의향,

[2] 여가시간 활용 목적,

[3] 하루 평군 여가/문화 시간 및 사용 비중,

[4] 여가/문화 유형별 관심도,

[5] 여가문화 유형별 경험 여부(대분류 8개),

[6] 여가생활 여건 및 만족도 평가

쉬면뭐하니여가 활동 가치관에 대한

YZ세대 간 비교 분석 기반

지역 클러스터가 담긴

대시보드 제안

Y&Z세대 레저문화프로파일링

: 쉬면 뭐하니



팀 소개

YZ세대를 독립적으로 바라보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여가활동 서비스 및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분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분석

배경 및 목적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세대 세분화를 통한 여가 활동 특성 변화 심층 분석 및 모니터링 제공

'YZ세대'는 공감하지 못하는

지나친 'YZ세대론'에서 벗어난 세대 별 고유 가치에 주목

YZ세대가 보이는 실제 여가 행태가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을 

제시하여 두 세대의 여가 만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특징 

기반 지역(서울시 및 6대 광역시) 군집화로 지역 맞춤형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무분별한 세대론의 함정에서 벗어나 세대 간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두 세대 간 여가 비용, 여가 시간, 여가의 목적,

여가의 유형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

- Y세대는 가족, 지인 등 타인과 보내기를 중요시하는 반면 Z세대는 개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임.

- 세대 별 여가문화 유형별 관심도 순위와 실제 경험 여부의 순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상과 현실 사이 간극이 존재함

- Y세대는 평일, Z세대는 주말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전체 여가 만족도가 높음.

   특히 Z세대는 문화 예술 참여 경험이 여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Y세대의 경우 1)오.놀.아.놈 현대인(부산,서울,인천), 2) 가심비 높은 만족쟁이(광주,

   대구,울산), 활발한 감성쟁이(대전), Z세대의 경우 1)여유로운 자유인(대구, 부산),

   2)휴식 추구 카멜레온(광주, 대전, 서울), 3)영감 가득 아티스트(울산, 인천)으로

   지역별 YZ세대 페르소나가 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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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활용 방안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문화/여가 생활 지도 제작

본 연구를 통해 YZ세대는 여가활동에 대해서 다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 

따라서 세대 별 여가활동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에 참고할 태블로 기반의 모니터링 대시보드 활용 예시를 제공하였음. 

1)여가활동 시설 정보가 담긴 추천 리스트 제공 2)여가시간 및 비용, 여가활동 목적, 

여가시간 사용 비중, 여가활동 관심도와 실제 경험, 여가문화 만족도 비교 도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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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촬영지의 외국인 친화도 분석 및 여행 코스 제안

팀원

활용 문화데이터

이시영, 박슬빈, 송채원, 지영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광역시 부산명소정보

서비스, 부산 관광지별 국적별 카드매출 현황,

부산광역시 우수숙박업소현황, 부산 관광지별

뚜벅이 여행자를 위한 교통 정보, 부산시 외국인

월별 관광객 현황, 부산광역시 부산테마여행정보

서비스, 부산쇼핑정보 서비스,

부산관광안내소정보 서비스, 부산관광공사

음식테마거리 음식점 기본정보, 한국문화정보원

자국에서 인기있는 해외콘텐츠 정보, 국가별

외국인의 한국 방문 출입국 데이터,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서울시 관광 명소,

지정·인증업소 현황, 공원 통계, 유통업체현황

(구별) 통계, 관광숙박업 인허가 정보, 

관광안내소 표준 데이터

와다다다(WADADADA)서울특별시의

K-콘텐츠 촬영지를 활용한

외국인 친화도 분석 및 코스 제공

글로벌 방한 관광객의

K-콘텐츠 스크린투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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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소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K-콘텐츠 촬영지 중심의 여행 코스를 

추천해 줍니다.

데이터 분석

배경 및 목적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여행 속에 녹아있는 K-콘텐츠, 스크린투어리즘 코스 추천

관광 산업에 있어 원소스 멀티유즈로 활용 가능한

K-콘텐츠 촬영지를 적극 활용

해외 관광객의 한국 여행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촬영지 정보 수집을 위한 웹사이트 

크롤링, 카카오내비 API를 이용해 K-콘텐츠(영화, 드라마, 예능, 뮤직비디오) 

스크린투어 활성화 및 외국인 관람객 유치 방안을 도모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로 

현황을 파악하고  ‘K-means 클러스터링’과 ‘외국인 친화도’를 활용해 비슷한 특징을 

가지는 촬영지를 군집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K-콘텐츠 스크린투어’ 코스를 추천하고 

촬영지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외국인 친화도 기반의 스크린투어 코스 추천

촬영지가 스크린투어 관광지로서 얼마나 적절한지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친화도'라는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에서 관광지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을 

선택해 가중평균을 구하여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했습니다. K-means 

클러스터링을 활용해 촬영지들을 5개의 군집으로 군집화한 후 각 군집 별로 외국인 

친화도 점수 상위 6곳을 코스로 추천해 관광 코스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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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활용 방안

촬영 장소를 관광지로 만들어주는 K-콘텐츠 스크린 투어리즘 코스

스크린 투어리즘 코스 참여를 효과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코스 장소의 스탬프를 모두 

모을 시 인증서를 발급한다면 이는 관광객들의 소셜미디어 업로드를 통한 관광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친화도를 전국 지자체에서 활용한다면, 

외국인 친화도를 근거로 스크린 투어 관광지를 개선하고 K-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에게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대표 관광 코스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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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체육 참여 친화도 지도
자치구별 생활체육 참여 주요 지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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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문화데이터

김동규, 김영준, 유수진, 최민규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통계, 서울시

통근통학 통계,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통계,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 

서울시 헬스장 수, 국가통계포털 공원통계,

고용노동통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핏체인저(FitChanger)생활체육 비참여 인자 활용

자치구별 참여 편차 원인 분석

및 개선 방향성 제시

서울시�생활체육�참여�친화도�지도



팀 소개

생활체육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생활체육이 현대인의 일상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데이터 분석

배경 및 목적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데이터 분석

활용 방안

데이터 기반 피트니스 서비스 품질 관리 솔루션 연구

서울 자치구별 생활체육 참여 편차 원인 분석 및 개선 방향성 제시

국민 생활체육 참여 증진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증가하며, 전체 참여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자치구 간 생활체육 참여 편차는 유지되고 있어 사회 

불평등 요소로 발전될 소지가 있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서울시를 표본으로, 자치구별 

생활체육 참여도를 비참여 인자들과 상관도 분석을 통해 주요 지표로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표로 드러난 각 자치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생활체육 참여 증진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유 시간, 체육시설 접근성, 체육 지출 수용 지표를 통한 자치구별 참여도 모델링

국민생활체육 조사에 나타난 생활체육 비참여 이유 상위 항목인 가능 시간 부족, 체육 

지출 부담, 체육활동 접근성 낮음, 건강상의 문제를 대표 지표로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집했고, 이를 

독립변수로써 종속변수인 규칙적 운동 참여율과 상관도 분석을 통해 상관도 있는 

변수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변수를 친화도 지표로 표현하기 위해 가공하고, 비교를 

위한 정규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유시간, 체육시설 접근성, 체육 지출 

수용 지표를 통해 자치구별 생활체육 참여율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체육 참여 세부 지표 개선을 위한 자치구별 차별화 전략

일률적인 공적 자원 투입이 아닌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은 지표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고 개선안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참여율이 최하위권인 

강동구는 여유시간, 체육시설 접근 편의성 지수가 매우 낮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신설과 함께 주민의 여유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워라밸 증진 정책, 출퇴근 

인프라 개선 등을 고민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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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스마트시니어에요!
시니어 it 지원시설 최적 입지 선정 제시

43 한국문화정보원

팀원

활용 문화데이터

정민희, 김현정, 문지영, 서현수, 양혜란

서울시 주민센터, 서울시 노인복지관,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연령별/동별) 통계,

월 서울 & 6대 광역시 내국인의 요일, 성별,

연령대, 시간대별 보행, 비보행인구,시니어

문화생활 정보 시니어 배움터 시설 목록,

시니어 문화생활 정보 시니어 나들이 추천

목록, 서울시 병원 인허가 정보, 서울특별시

교통공사 역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버스정류장 좌표데이터,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황정보, 2021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시소(Senior Communication)시니어 특화 it 지원시설 및

교육 확충을 지역자원

(복지관, 주민센터 등)의

활용으로 제안



팀 소개

시니어 It 교육 시설 최적 입지 선정으로 지역 맞춤 시설 확대를 통해 디지털 소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배경 및 목적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데이터 분석

활용 방안

It 교육 시설 최적 입지 선정으로 지역 맞춤 시설 확대

너도 스마트 시니어 될 수 있어

시니어 기반으로 대중교통과 주변 시설, 보행 인구 등을 고려하여 시니어 특화 it 

지원시설 및 교육의 확충을 제시하며 지역자원(복지관, 주민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입지 선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니어 문화생활 목록 및 보행 인구 데이터 활용

한국문화정보원,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마이홈포털의 오픈 API 및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시니어 it 지원시설 최적 입지 선정을 했습니다.

떠오르는 사회적 문제, 시니어의 디지털 소외 현상 감소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행정 및 은행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시니어 세대는 디지털 소외 계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

인 방송 교육을 통해 스마트 기기와 친숙해질 경우, 다른 기기(e.g. 키오스크, 은행 앱 

등)에 대한 불편함도 점점 감소될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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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데이터 우수 개방기관

Part
03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어원

한국관광공사

국립국악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정책방송원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정부 정책 확산과

체계적인 영상 자료를 보존, 관리하는 KTV 국민방송

https://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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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방 데이터 e영상역사관

• “대통령기록영상” 메뉴에 KTV국민방송에서 방영된 방송영상과 50대 핵심 정책  
    백서 영상을 제공, 1,233건의 영상 열람 가능

• “e영상역사관 정보조회 서비스”와 “영상역사관 국가기록영상”같은 API 서비스와
    파일 데이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가공 및 활용 가능

• [방송]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 (대한뉴스) 장병들의 방위태세
• [방송] JTBC ‘세계다크투어’ : (대한뉴스) 영국 찰스 왕세자 내외분 방한
• [홍보] 경찰청 ‘112 신고번호 홍보영상물 제작’ : (대한뉴스) 다이알 112번
• [홍보] 울산박물관 ‘울산박물관 특별기획 전시 관련’ : (문화영화) 울산공업센터
• [영화] 앤드마크 ‘서울대작전’ : (대한뉴스) 88올림픽 서울 개최 확정

KBS1 “특별기획 <한반도 운명의 봄> 중국편” 자료영상 활용

활용활성화 노력 대한뉴스, 문화영화, KTV방송 등 697건 제공

47 한국문화정보원



민간활용사례 KTV 방송콘텐츠 영상 메일 서비스 제공

• KTV 국민방송에서 방송하는 다양한 정책뉴스 영상을 57개 중앙 부처(기관) 별로   
   분류하여 방송 익일 오전 이메일 뉴스레터 발송 제공

민간 포털, 중앙 행정기관 대상 연계 제공

•  네이버, 다음, 네이트, 판도라 4개 민간 포털과 제휴하여 KTV 뉴스기사 서비스 제공 

SNS 채널을 통한 방송 콘텐츠 개방으로 온라인 청취자 확보 및 활용 확대

• 실시간 라이브, 방송영상을 유튜브 등 SNS에 업로드 후 누적 이용건수 6억2천회
   상회 도달

• KTV 영상을 재가공, 활용한 유튜버 등 지속 증가

2020년 KTV 개방 공유형 아카이브 포털 기관 및 민간 미디어 대상

서비스 개시

• 가 및 업무용 자산으로서 머무르던 KTV 영상 콘텐츠를 기관뿐 아니라 민간
   미디어사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

• 57개 기관 및 45개 민간 미디어에 기 개방 콘텐츠 및 방송 원본의 다운로드 및
   자료 공유를 위한 업로드 기능 제공

구분

정부부처

민간 미디어

총계

다운로드

14,020건

14,495건

28,515건

다운로드 용량

15.26TB (15,626GB)

10.79TB (11,048GB)

26.05TB (26,674GB)

업로드

244건

308건

5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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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지식 정보 자원의 보고로서 

국내에서 발행된 출판물과 각종 지식 정보를 수집 · 보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n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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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방 데이터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고문헌종합목록 서지데이터

•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스템(KORCIS)은 국내·외 고문헌에 대한 온라인 종합 목록
   시스템 한국고문헌종합목록시스템(KORCIS)에 구축된 서지데이터, 국외 고문헌

   서지데이터, 공공도서관 고문헌 서지데이터, 공공도서관 고문헌 원문DB 등 제공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사서 업무 간소화 
   시범운영 및 현장 활용성 강화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전자책 미납본 자료 조사,

   온라인 수집 자료를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 및 제공

활용활성화 노력 도서관 업무처리 자동화 봇(RPA) 구축 시범운영

• 본문 내에 키워드 문장 검색으로 폭넓은 자료 검색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문 자료의 텍스트를 추출한 후 형태소  분석을 통해 편리한 검색서비스 제공

소장자료 검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본문검색 시범서비스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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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활용사례 2022년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테마데이터 발굴) 운영

• 도서관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자유주제를 선정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언론 보도 및 인포그래픽 제공 등 빅데이터 홍보

2022년 도서관 빅데이터 사업 신규 참여기관 공모

(2022.03.21~2022.04.18)

• 도서관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서 업무를 지원하는 웹 기반 사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 솔로몬(solomon) 제공

• 참여기관의 문화행사 기획 및 데이터 관리 시스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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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어린이ㆍ청소년의 독서문화 진흥으로, 책과 디지털 신기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확장현실(XR))을 융합한 놀이형ㆍ

   체험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 실감 놀이터」 운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도서관 실감 놀이터」 운영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은 어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국민의 바르고 편리한 언어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https://www.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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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방 데이터 자체포털(모두의 말뭉치)을 통한 데이터 신규 개방

• 일상 대화 음성 말뭉치, 의미역 기술 모형, 개체명 사전 등 2021년 부터 2022년
   까지 총 22건의 데이터 신규 개방

• 국어 말뭉치 34건 구축 및 제공 (원시 10건, 음성 2건, 분석 22건)

활용활성화 노력 다양한 말뭉치 구축 및 신청 관리를 위한 자체포털 운영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및 제공 (원시 520만 어절, 행태 주석 370만 어절, 오류 
   주석 115만 어절)

한국어 학습용 말뭉치 구축 및 신청 관리를 위한 자체포털 운영

•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인공 지능의 언어 능력」 으로, 속성 기반 감성 분석 과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개발

말뭉치 기반 국어 연구 및 정보기술 개발을 위한 국어정보처리 경진대회 개최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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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을 변화시킨 한국어 인공지능에 대해 조사
• 인공지능 챗봇 윤리 이슈와 대응 사례 (심심이)
• 기계 번역 성능 향상을 위한 말뭉치 구축의 중요성 (플리토)
• 눈으로 보며 듣는 음성 기록 ‘클로바노트‘ (네이버)

말뭉치 활용 지원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 개최(연 1회)

• 언어 연구자들을 위한 말뭉치 활용 방법 동영상 공개 (파이선 언어 기반)

말뭉치 활용 지원 동영상 공개

• 온/오프라인 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자료 정리, 주성분 분석(PCA), 연구 주제 탐색,
   자료 처리를 진행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소개 및 말뭉치 활용 제고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연 4회 이상)

한국어 학습용 말뭉치 구축 및 신청 관리를 위한 자체포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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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활용사례 2021년~2022년 간 16건의 민간활용사례 발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신규 비즈니스명
(업체명)

Korpora(corpus sanitizer)

(ko-nlp)

디큐엔엘피(deeq NLP)

v.1.4.0(바이칼에이아이)

KoBART

(SK텔레콤)

Korean-English T5 모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Korean_GPT(영남대학교)

BART 모델 학습

(성균관대학교)

Legal-BERT, 법률 도메인에

특화된 언어모델 개발기 (엘박스)

Bigram Frequency를 계산

Dictionary 구축 (아주대학교)

초성체 해석기 앱(개인)

한국어 사전학습 모델 (Pretrained

Language Models For Korean)(개인)

한국어 언어 처리 모델(개인)

LSTM 작가 구현(개인)

deGPT2(개인)

bert_crf_ner_pytorch(개인)

통번역 서비스(삼성전자)

챗봇(하이퍼커넥트) 

활용 데이터
(제공기관)

서비스 내용
(요약)

국립국어원 말뭉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말뭉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말뭉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말뭉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말뭉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말뭉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말뭉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말뭉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말뭉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말뭉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말뭉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말뭉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말뭉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말뭉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말뭉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말뭉치

(국립국어원)

 

한국어 언어 모델

딥러닝데이터학습을 통한 언어모델 고도화

인공지능 개발 및 개선

한국어 언어 모델

딥러닝데이터학습을 통한 언어모델 고도화

인공지능 개발 및 개선

한국어 언어 모델

딥러닝데이터학습을 통한 언어모델 고도화

인공지능 개발 및 개선

한국어 언어 모델

딥러닝데이터학습을 통한 언어모델 고도화

인공지능 개발 및 개선

한국어 언어 모델

딥러닝데이터학습을 통한 언어모델 고도화

인공지능 개발 및 개선

한국어 언어 모델

딥러닝데이터학습을 통한 언어모델 고도화

인공지능 개발 및 개선

한국어 언어 모델

딥러닝데이터학습을 통한 언어모델 고도화

인공지능 개발 및 개선

한국어 언어 모델

딥러닝데이터학습을 통한 언어모델 고도화

인공지능 개발 및 개선

한국어 언어 모델

딥러닝데이터학습을 통한 언어모델 고도화

인공지능 개발 및 개선

한국어 언어 모델

딥러닝데이터학습을 통한 언어모델 고도화

인공지능 개발 및 개선

한국어 언어 모델

인공지능 개발 및 개선

인공지능 개발 및 개선

인공지능 개발 및 개선

기계 번역 기술 개발 및

통·번역 서비스 상용화

한국어 언어 모델

인공지능 개발 및 개선

한국어 언어 모델

인공지능 개발 및 개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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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우리는 한국의 무한 매력을 소개하며, 

새로운 한국 관광 브랜드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한국 관광에 대하여

끊임없이 상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https://kto.visitkorea.or.kr/kor.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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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방 데이터 고캠핑 API

• 고캠핑 홈페이지 내 캠핑장 정보 제공 (현재 48,405건 개방)

관광지 오디오 가이드 API

• 주요 관광지에 담긴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해설해 주는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
   ‘오디’의 음성, 대본, 사진 정보 제공 (현재 12,931건 개방)

관광빅데이터 API

• 이동통신 데이터를 이용한 지자체별 방문자 수 정보 제공 (현재 1,401,909건 개방)

두루누비 API

• 코리아둘레길에 대한 정보 제공 (현재 2,845건 개방)

무슬림친화 콘텐츠 정보 (22.11~12)

• 식당, 기도실 정보 등의 관광정보 제공 (약 3,700건 개방 예정)

사후면세점 정보 (22.11~12)

• 사후면세점 관한 정보 제공 (약 23,000건 개방 예정)

반려동물 관광지 정보 (22.11~12)

• 반려동물 동반 가능 관광지 정보 제공 (약 1,400건 개방 예정)

고캠핑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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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활성화 노력 TourAPI 활용 홍보

• 사내 디지털관광 전환사업(혁신바우처 지원사업,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등) 
   참여사업체 대상 공모전 및 TourAPI 공동 홍보 및 활용 확대 추진

• 관광기업 협업 네트워킹 행사, 관광기업지원센터 뉴스레터 등 관광기업 대상 
   TourAPI 소개 및 활용 안내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확인, 처리, 확충 사업을 통한 개방 적극 노력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저작권 확보 지원사업 2년 연속 참여(’21~’22)를 통해  
   개방지원센터 및 법률자문, 공사 공공저작물 저작권 권리확인 및 권리처리

   사업 추진

• 공사 온라인 사진갤러리 콘텐츠(83천건) 실태조사 (‘21.6월~ 8월)
• 우수 공공저작물 저작권 처리(약 3천건, ‘21.9월~11월)
•  ’21년 저작권 확인 및 권리처리 저작물 525건에 대해 공공누리 1유형 적용
• ’22년 사진갤러리 신규 사진 약 4천 건, 2016 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97건,
   레저관광 사진 콘텐츠 2.3천 건 권리확인 및 권리처리 진행, 이후 공공누리 유형

   적용 및 개방 예정

관광데이터 활용 서비스 창출

• ‘11년부터 ’22년 9월까지 총 768건의 앱,웹 관광 유관 서비스 창출
•  ‘정부24’의 축제안내 메뉴, 다음 백과사전 등에 투어API가 활용되어 서비스 개발

TourAPI 활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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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활용사례 KT 기가지니 호텔

• 활용 데이터 : 국문, 영문, 일문, 중간, 중번 관광정보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호텔 및 리조트를 방문한 고객에게 주변 쇼핑, 음식점, 여행 코스,
   관광지 정보를 제공

• 서비스 주소 : 기가지니 단말기에서 사용 가능

네이버 축제 정보

• 활용 데이터 :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축제 정보 제공
• 네이버에서 한국관광공사 투어API를 활용하여 검색 키워드 ‘축제’로 제공하는 국내
   축제 정보

다음 백과사전

• 활용 데이터 : 국문 관광정보 서비스
• 서비스 내용 : 국내 관광지 정보 제공
•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메뉴를 따로 개설해 공사가 선정한 대표
   관광지 정보 제공

KT 기가지니 호텔

네이버 축제 정보

다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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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전통 음악과 춤의 계승을 위한 공연과 학술·연구뿐만 아니라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교육 사업에도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www.gugak.go.kr/site/main/index001

다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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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방 데이터 국악디지털음원

• 대중음악에서 국악 활용을 확대하고자 국립국악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국악디지털 음원(단음 550건, 악구 11081건)의 오픈 API 신규개방(‘22.3월)

•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5건의 연계 호출

국악아카이브

• 디지털국악아카이브시스템은 2021년 9월부터 영상, 음원, 이미지 등 6,625건 
   추가 개방하여 누적 43,507건 데이터 개방 중

국악디지털음원

국악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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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 디지털음원 활용한 창작음원 및 창작 영상 공모전 주최
• 온라인 대중평가를 통한 공모전 응모작 홍보

활용활성화 노력 국악디지털음원 활용 공모전 및 온라인 대중 평가 개최

• 국악디지털음원 연계를 통한 합주 기능 추가 개발

놀이터 앱 합주 기능 추가 개발

• 2021년 5월 국악놀이터 앱 시범 교육 및 홍보영상 촬영
• 2022년 1월 2021학년도 유·초·중등 교원 직무연수 ’22.1.17.~1.21.
• 2022년 5월 새솔초등학교 시범 교육

국악놀이터 앱 활용도 증가를 위한 시범 수업 및 교원연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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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앱 합주기능 추가 개발

국악디지털음원 활용 공모전 및 온라인 대중평가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

모든 국민이 체육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https://www.kspo.or.kr/kspo/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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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방 데이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데이터 신규 개방(총 9종)

• 기금 조성 사업 매출정보, 등 오픈API 및 파일 데이터 신규 개방

국가중점데이터(국민체력100 동영상 정보) 신규 개방 예정(7종) (22.12)

• 1021편의 동영상을 운동처방가이드, 체력인증측정방법, 운동처방동영상, 
   근골격계운동, 생애주기별 표준운동, 목적별 루틴운동, 전체 동영상 조회 등 7개의

   분류체계로 나누어 제공

문화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개방(1종)

• 간담회 초청 기업 의견 수렴을 통한 신규 융·복합 데이터 1종 구축·개방
• 체력측정데이터와 운동처방데이터를 종합하여 시계열 추이분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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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연도별 발매매출 정보

에콜리안 골프장 입장인원 정보

스포츠산업지원 스포츠산업 정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정기간행물 정보

경정-상금지급기준 정보

경정-경정선수 다승순위

경륜경정 일별 발매매출 정보

레저스포츠 시설 정보

1타3만체육쿠폰 민간 체육시설 정보

오픈 API

오픈 API

오픈 API

오픈 API

오픈 API

오픈 API

파일(CSV)

파일(CSV)

2

3

4

5

6

7

8

9

개방데이터 제공방식순번



활용활성화 노력 체육종합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장려 및

활용 기업 지원

• 대국민 대상 「2021년도 체육종합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 예비창업자·기업 등 대국민 대상 「2022년도 체육종합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
   대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제 10회 문화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지원

• 데이터분석 부문 체육 분야 분석 주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민 체력 변화 영향도 
   분석’ 선정 의견 지원

활용 기업 발굴을 위한 체육·스포츠분야 데이터 수요기업 대상 간담회 개최

• 국민체력100, 전국 체육시설 현황 등 공단 주요 개방 데이터 소개 
• 신규 서비스 및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수요 데이터 조사 및 공단 개방 데이터 개선 
   의견 등 수요 기업 의견 수렴

• ㈜인졀미 ‘우주두잇’ 민간 서비스 대표사례 지정으로 공공데이터 홍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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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활용사례 체육종합빅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기업 100여 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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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청소년 게임형 AI 건강관리 앱 ‘우주두잇’

-’21.10월 정식 서비스 런칭

(실적) 50여개 초등학교, 3천여명 사용자 이용

어린이 성장관리 디바이스 개발 ‘ 키코’

-’21.12월 제품 출시

홈 트레이닝 서비스(MATIV) 콘텐츠 개발 활용

국민체력100

체력측정

데이터
2

3

개방데이터 활용 데이터순번

(주)인졀미

(주)맥파이테크

(주)오몰래

활용기업

체육종합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 신규 서비스 및 제품 개발 사례

활용사례

우수상

서비스명 : MATIV

홈 트레이닝 콘텐츠 제공 서비스

공단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체력관리 및 콘텐츠 제공 서비스

활용사례 서비스 설명수상내역

(주)오몰래

활용기업

1) 시계열 데이터를 포함한

체력측정 데이터 개방요청

2) 도서벽지 아동 체력 데이터 수집을

유관 기관 등 지원 협조

기업 [(주)인절미] 주요 의견

1) 신규 개방데이터 (변화추이를 관찰할 수 있는

시퀀스 데이터)를 통해 AI 회귀분석 및 BMI

예측모델 연구에 활용하는 등

신규 개방 데이터의의 활용성 인정

2) 전라남도교육청과 협조를 통한 도서지역

아동 데이터 분석 및 결과 공유

취약지역아동을 위한 체력개선 필요성 검증

이행결과

데이터 분석 지원을 통한 민간기업과 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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