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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문화재단은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리뉴얼을 추진,
가독성과 시인성, 해상도 저하 등 기존 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양질
의 문화정보 콘텐츠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더욱 향상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대학로 공연정보>와 <무료 문화정보> 앱 모두 디자인 개선을 통해 전체
적으로 밝은 색상과 커진 글자 크기로 가독성을 높였으며, 아이폰4S와
갤럭시 노트2까지 지원하는 해상도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편
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정보 모바일 앱 새 단장

○

- <대학로 공연정보>, <무료문화정보> 모바일 앱, 사용자 중심의 향상
된 기능 및 공연 리뷰, 주차장 정보 등 유익한 정보 추가 제공
- 30일(수)까지 총 4가지 이벤트 운영, 추첨 통해 총 205명에게 경품

또한 콘텐츠를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유익한 문화예술정보를 제공한다.
<대학로 공연정보> 앱은 서울연극센터에서 발행하는 웹진 ‘연극in' 콘텐
츠를 추가, 공연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연리뷰 (전문가리뷰, 베스트
리뷰) 등과 대학로를 찾는 관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주차의 어려움
을 덜어주고자 공연장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무료문화정
보> 앱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제공하는 문화예술정보(열린데이터 API)
를 자동 연동하여 더욱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은 <대학로 공연정보>와 <무료 문화정
보> 모바일 앱을 새롭게 단장하여 이달 30일(수)까지 시민참여 이벤
트를 진행한다.
○

대학로에서 열리는 각종 공연 및 공연장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대학로 공연정보>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작고 알찬 문화정보를 제공

□ 서울문화재단은 <대학로 공연정보>와 <무료 문화정보> 앱 새 단장을 기
념하여 이달 30일(수)까지 총 4가지의 다양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
다.
○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앱 소개하기’, ‘앱 별점 및 이용후기 남기기’와 같이

하는 <무료 문화정보> 앱은 각각 2011년 4월과 11월에 서비스를 시작,

앱 공유와 앱에 대한 소감 및 개선할 점을 남기는 소통형 이벤트, ‘보고

다운로드 수 21만건, 3만7천건을 기록하며 사용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싶은 대학로 공연 추천하기’, ‘무료문화정보 공유하기’와 같이 직접 앱을

얻어왔다.

활용하고 이를 통해 응모하는 참여형 이벤트를 30일까지 진행한다.

○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사용자들에게는 뮤지컬 ‘레베카’(5명, 1인 2매)와

※ 첨부자료 1. 애플리케이션 개요

‘거울공주 평강이야기’(50명, 1인 2매) 공연관람 초대권을 비롯하여, 영

▢ <대학로공연정보>

화관람권(50명, 1인 2매), 온라인문화상품권(100명, 5천원권) 등 문화

■ 애플리케이션명 : 대학로공연정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당첨자 205
명은 2월 4일(월)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 다운로드 수 : 총 213,282건(iOS : 122,598건, Android : 90,684건) 2013. 01. 14일 기준
■ 주요기능
- 메인메뉴 : 대학로 문화지도, 일반지도를 통해 대학로 구석구석 숨어있는 공연장을 안내합니다.
- 공연안내 : 현재 공연 중인 대학로 공연이 연극, 뮤지컬, 아동극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찾기 쉽습니다.

□ 자세한 참여 방법은 리뉴얼된 앱을 다운 받아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문의 3290-7065)

- 공연장 안내 : 대학로 공연장을 가나다 순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위치 시설정보, 주차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 공연리뷰 : 전문가의 꽃 점과 베스트 리뷰를 통해 공연선택에 작은 도움을 드립니다.
- 이벤트 : 서울연극센터와 함께하는 공연초대 이벤트에 응모하실 수 있으며, 각종 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대학로& : 연극웹진 '연극in', 대학로문화시설, 서울연극센터 소개 등의 알찬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 리뉴얼 안내-2013.01.15
- 메뉴 추가 : 다양한 이벤트 및 쿠폰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메뉴를 추가하였고, 대학로의 문화
정보 및 연극in 웹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로&' 메뉴를 신설했습니다.

※ 첨부자료
1. <대학로공연정보> 및 <무료문화정보> 애플리케이션 개요
2. 애플리케이션 주요 개선내용
3. 새 단장 이벤트 페이지

- 지원기기 확대 : 아이폰 4S, 갤럭시 노트2까지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 디자인 변경 : 가독성이 향상된 깔끔한 디자인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무료문화정보>
■ 애플리케이션명 : 무료문화정보
■ 다운로드 수 : 총 37,506건(iOS : 17,382건, Android : 20,124건) 2013. 01. 14일 기준
■ 주요기능
- 행사안내 : 오늘부터 일주일동안 서울에서 행사 중인 무료문화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SNS
기능을 이용하여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내 주변 : 사용자 주변의 무료문화정보를 설정에 따라 지도 혹은 목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색 : 서울의 무료문화정보를 장르별, 기간별, 장소별로 선택하여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등록 : 알고 있는 무료문화정보를 직접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열린광장 : 공지사항, 행사 스크랩, 후기 및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리뉴얼 안내-2013.01.15
- 메뉴 추가 : 오늘과 이번주 행사안내를 통합 제공하며, 사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행사등록'메뉴를 추
가했습니다. 아울러 열린광장에서는 공지사항 및 스크랩한 행사정보, 작성한 참여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를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메뉴를 선보입니다.
- 지원기기 확대 : 아이폰 4S, 갤럭시 노트2까지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 디자인 변경 : 가독성이 향상된 깔끔한 디자인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첨부자료 2. 애플리케이션 주요 개선내용

등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공연/공연장 정보를 넘어선 대학로 문화에 대한 깊이있는 콘텐츠
제공
- 공연장 주변 주차장 정보 제공 : 주차의 어려움이 있는 대학로 소극장 주변의 주차장 정보(요금,

▢ 디자인 개선
* 주요 색상 수를 3가지 이하로 제한 => 사용자의 시인성 및 가독성 향상

연락처 등)를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성 향상
- 대학로 문화시설 정보 제공 : 대학로의 미술관, 전시관 등의 문화시설 정보를 제공

* 글자 크기 확대 => 가독성 향상 및 편의 증대
* 전체적으로 밝은 색상으로 변경 => 시인성 및 시각적 피로도 감소

<무료문화정보>
<대학로 공연정보>

- 무료문화 Open API 연동 : 서울시 열린데이터 API 중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립미술관, 서
울공공서비스예약, 문화복덕방의 무료문화정보 자동 등록
- 이용자 행사등록 메뉴 확대 : 이용자가 직접 주변의 무료문화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
단 상시 노출메뉴로 변경, 등록방법도 4단계로 나눠 가이드를 제공하여 등록이 용이하도록 개선

첨부자료 3. 새 단장 이벤트 페이지
(http://www.sfac.or.kr/bbs/board_view.asp?menu_code=111617&config_code=129&board_code=20670)

기존 디자인

변경 후 디자인

기존 디자인

변경 후 디자인

<무료문화정보>

▢ 해상도 및 지원 OS 확대
* 해상도 : 960x640 (iPhone 3GS/4/4S), 800x480(Galaxy S), 1280x720(Galaxy S3/Note2), 1280x800
(Galaxy Note) 지원 (※ 기존 : iPhone 3GS, Galaxy S에 최적화)
* 지원 OS : iOS 5.1이상 / GB(2.3.x) / ICS(4.0.x) 지원 (※ 기존 : iOS 4, GB2.3.6까지 지원)

▢ 서비스 콘텐츠 확장
<대학로 공연정보>
- 서울연극센터 웹진 ‘연극in' 콘텐츠 추가 : 격주로 발행되는 연극in 웹진의 전문가평, 베스트리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