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5
연도

국방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부문

수상

최우수

내용

활용 데이터

<War Story LINE>

UN군 참전 및 피해 현황,

국내 해외 여행객들의 관심도가 높은

한국전쟁 호국선열 정보,

분단이라는 소재를 이용한 전쟁 안보

국군복지단 복지시설 정보,

여행 플래너

한국전쟁 전적지 기념비 정보

<checking chance>
우수

전역간부 안내서를 개인 스케줄링과

국방부 전역간부 안내서

연동하는 서비스
<전역자 구인구직>
아이디어

장려

전역자가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구
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기획

<국가기술자격의 모든 것>
공공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
장려

사용자 맞춤 국가기술 자격증을 추천
하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험서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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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하는 서비스

국방부 전역간부 안내서,
군 취업 정보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정보
국군 장병 보유 자격증 목록,
병역의무자 기본 정보,
국가기술자격 정보

<특별공급 종합 서비스>
장려

지도를 통해 군 특별공급 주택을 알

현역군인 내 집 마련 정보,

려주고, 당첨 확률 계산, 시세 확인 등

전국 초중등학교 위치

을 제공하는 서비스

최우수

서비스

<공군생활백서>

병사 개인 피복 지급 기준,

공군 장병의 실제 부대 생활을 체계

병영 표준 식단,

적으로 보여주어 입대를 앞둔 청년들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

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 해소 및 군

월별 사용률/통화량,

생활 설계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

병사 봉급 정보

개발

사이버지식정보방 정보,
우수

<원터치 장병>

군인 할인 혜택 정보,

국군 장병들이 자주 찾아보는 정보를

여행 장병 안내소 정보,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

군병원 위치,
국군복지단 복지시설 정보

연도

부문

수상

내용

활용 데이터

<군인혜택 서비스>
최우수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장병 및

군인 할인 혜택 정보,

군인 가족에게 군인 할인 혜택

출타버스 노선 정보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

<군: 모두의 아들>
우수

군 장병 및 부모님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아이디어
기획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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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 인기 상품 정보,
군인 할인 혜택 정보,
병사 봉급 정보,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

<누구냐! 용무는?>

군인 할인 혜택 정보,

사용자의 신분과 군 복무 기간에

군 병원 정보,

따라 해당되는 혜택 정보를 제공

TMO 정보,

하는 서비스

국군복지단 복지시설 정보

<군인할인정보 앱>
장려

군인이 할인 혜택을 받을 시 신

군인 할인 혜택 정보,

분을 증명하는 수단 및 혜택 정

병역 여부 정보

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MelFarePlay>
장려

병사들을 위한 문화 서비스 할인
혜택 정보 제공 및 티켓 구매 서
비스

군인 할인 혜택 정보,
문화 서비스 정보,
병역 여부 정보

<군 장병 자기계발 플랫폼>
서비스
개발

군 장병 및 전역자들이 자기계발
최우수

에 대한 경험 공유 및 정보 교
환, 질의응답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

국방분야 국가자격검정 정보,
군인 계급 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