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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 건 문화지식자료 한 곳에서…문화포털 지식통합서비스 오픈

- 문화분야 최초 통합 지식아카이브 및 정책수혜사업 안내서비스 개시 -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160만 건에 달하는 문화지식자료를 이제는 한

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

원)이 운영하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은 지난 19일 개편을 통해 

그동안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지식자료를 한데 모은 ‘문화자료관’ 서

비스를 최초로 시작한다. 또한 대상자별 문화정책수혜 안내서비스인 ‘문

화드림’도 새롭게 선보인다.

 문화포털은 ‘문화자료관’ 서비스를 통해 ▲전국박물관의 소장품 목록

(국립중앙박물관), ▲무형유산 기록화 및 구술 채록(국립무형유산원), ▲

한국세시풍속사전(국립민속박물관), ▲문화재 연구자료(국립문화재연구

원), ▲영화정보 DB(한국영상자료원) 등 다채로운 문화기록자료 160만 건

을 제공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문화지식자료를 통합 검색·확인할 수 있게 

했다. 

<문화포털 문화자료관 대표서비스 목록>

메뉴 분야 지식자료목록 제공기관

문화

자료관

문화재/유물  「문화재」 학술지, 문화재 기록사진 등 국립문화재연구원
역사 현대사아카이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악/음원 국악연주 음원 및 아카이브사진 국립국악원
도서 OAK 학술정보 및 사서추천도서 국립중앙도서관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기록화자료
(사진, 영상, 구술채록, 기록영화 등) 국립무형유산원

민속 한국세시풍속/민속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도서 추천도서 목록정보 국립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 영화DB 한국영상자료원

문화예술 문예연감 등 연구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포털의 또 다른 신규 서비스인 ‘문화드림’은 문체부 산하기관의 

문화분야 지원사업을 대상별로 구별하여 소개한다. 소외계층(소외계층 신

문 구독료 지원(예술경영지원센터)), 노년(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문

화체육관광부)), 청소년(행복나눔체육교실(대한체육회)) 등 문화의 손길

이 닿기 어려운 수혜자들도 문화분야 수혜자별 지원사업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화포털 문화드림 대표서비스 목록>

메뉴 대상자 안내서비스목록 제공기관

문화

드림

일반인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진흥원
문화비소득공제 한국문화정보원

예술인

아르떼아카데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영화유통/제작지원/첨단영화기술지원등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인 심리상담지원, 법률상담, 
고용보험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연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 등 예술경영지원센터

체육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원, 경기지도연구비, 
체육장학금, 대학원진학장학금 등 대한체육회

취약계층

(소외계층) 신문구독료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노년)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 문체부

(소외계층) 전통예술나눔사업 한예종
(아동/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국민체육진흥공단

단체/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업/사업자
예술기업성장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등 한국콘텐츠진흥원

 문정원은 신규 서비스를 위해 지난 19일 문화포털을 전면 개편했다. 이

번 개편은 신규 서비스 오픈과 더불어 UI/UX 개선에 중점을 둬서 사용자 

편의성을 더했다. 또한 전국 문화공간을 입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3D 지

도(스카이뷰)를 도입하고, 지난해 시범적으로 선보였던 챗봇서비스도 확

대할 예정이다. 문화특화서비스인 ‘집콕+집밖 문화생활’과 ‘문화TV’, 

‘전통문양’등의 서비스도 지속 제공한다. 

 문정원 홍희경 원장은 “정부 기조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기조에 맞춰 문

화분야에서 문화포털이 최초로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며, “그동안 찾기 어려웠던 지식자료와 수혜안내서비스 등을 

담은‘문화자료관’과 ‘문화드림’ 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문화포털



은 정보-지식-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화포털은 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1.19~2.7)와 집콕+집밖 설 

문화 특별전(1.19~1.31)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포털 홈페이지

(https://www.culture.go.kr)와 문화포털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1> 문화포털 개편 메인화면 1부.

<붙임2> 문화자료관 및 문화드림 서비스화면 각 1부.

<참고1> 문화포털 <문화자료관>, <문화드림> 대표서비스 목록 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문화정보원 정보정책국 문화정보진흥부 김소연 부장(☎ 02-3153-2837),

강지용 책임(☎ 02-3153-284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문화포털 개편 메인화면

문화포털 개편 메인화면



붙임2  문화자료관 및 문화드림 서비스화면

<문화자료관> 서비스화면

<문화드림> 서비스화면



참고1  문화포털 <문화자료관>, <문화드림> 대표서비스 목록

<문화포털 문화자료관 대표서비스 목록>

메뉴 분야 지식자료목록 제공기관

문화

자료관

문화재/유물  「문화재」 학술지, 문화재 기록사진 등 국립문화재연구원

역사 현대사아카이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악/음원 국악연주 음원 및 아카이브사진 국립국악원

도서 OAK 학술정보 및 사서추천도서 국립중앙도서관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기록화자료
(사진, 영상, 구술채록, 기록영화 등) 국립무형유산원

민속 한국세시풍속/민속신앙사전 국립민속박물관

도서 추천도서 목록정보 국립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 영화DB 한국영상자료원

문화예술 문예연감 등 연구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포털 문화드림 대표서비스 목록>

메뉴 대상자 안내서비스목록 제공기관

문화

드림

일반인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진흥원

문화비소득공제 한국문화정보원

예술인

아르떼아카데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영화유통/제작지원/첨단영화기술지원등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인 심리상담지원, 법률상담, 
고용보험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연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지원 등 예술경영지원센터

체육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원, 경기지도연구비, 
체육장학금, 대학원진학장학금 등 대한체육회

취약계층

(소외계층) 신문구독료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노년)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사업 문체부

(소외계층) 전통예술나눔사업 한예종

(아동/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국민체육진흥공단

단체/기관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업/사업자
예술기업성장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등 한국콘텐츠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