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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3

예산현황

□ 2019년도 예산현황 (본예산 기준)

1

설립현황
설립현황

(단위 : 천원)

세 입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49조,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세 출
비 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과목

예산액

□ 설립목적 :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
총 계

□ 설립일자 : 2002. 5. 21.

2

소계

기구 및 인력현황

□ 기구표 < 2본부 8팀 >

사
업
수
익

구분

합계 임원

사무직

무기계약직
전문
시설직 기능직
1급 2~3급 4급 5~6급 계약직
일반 업무

정원

79

1

1

12

26

23

2

1

2

2

9

현원

78

1

1

10

26

26

1

1

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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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2,294,000

상품등 판매수익

50,000

관리사업 수익 등

2,244,000

소계

29,695,780

출연금사업

14,649,080

위수탁대행사업

14,943,700

영업외 수익

□ 인력현황 : 정원 79명, 현원 78명 (2019. 2월 현재)

38,603,905

103,000

소계

2,273,000

관리사업 원가

2,273,000

소계

30,252,886

출연금사업비

9,278,000

위수탁대행사업비

14,210,215

대행사업 인건비

2,951,650

판매비와관리비

3,793,021

사
업
비
용

38,603,905

예비비

20,000

자본적 수입

170,000

자본적 지출

1,111,751

전년이월금

6,444,125

차기이월금

4,96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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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이월금
포함

Ⅱ. 2018년 주요사업 성과

Ⅲ. 2019년 사업추진 방향

(해외) 경기여행 아시아 1,700만명 시청! 경기관광 글로벌 브랜딩

“신한국 문화 주도, 평화․생태관광 허브화로
누구나 즐겁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정한 경기관광”

❍ 대만 대표 예능 (종예완흔대/예능1위, 종예삼국지/예능2위) 및 일본
도호쿠 지역 대표 예능(샌드위치맨의 느긋한 TV) 경기도편 촬영 방영
(아시아 지역 800만명 이상 시청)

5대 추진전략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유명 인플루언서 경기여행 콘텐츠
제작 및 YouTube 송출(900만뷰)

(국내) 수요자 맞춤형 상품개발 및 유망 관광지 발굴 확대
❍ 봄·가을 여행주간 연계 “온라인 경기그랜드세일” 온라인 마켓

❙
❙
❙
❙
❙

온·오프라인 브랜드 포지셔닝을 통한 경기관광 브랜드 리노베이션
국내·외 시장 맞춤형 상품 체계화를 통한 고객지향 관광상품 차별화
DMZ 환경·문화자원을 활용한 북부지역 평화·생태관광 허브화
대내외에서 인정받는 능동적 전략경영체계 구조화
사업구조 다각화를 통한 新 사업영역 개척·확대

플랫폼 활용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판로지원 확대

세부 전략사업

- 소셜커머스(티몬)협력 806개 여행상품(경기도내 업계) 74.9억원 매출(268,546명 구매)

❍ 지역 특화상품 개발 및 경기도 유망관광지 선정 지원을 통한 인증 획득
- 생태 특화 여행상품 ‘습지를 담다’(환경부 인증) / 한국관광100선 신규 선정(아트밸리,제부도)

경기관광 브랜드
리노베이션

경기관광 브랜드 홍보

⇒

고객과 함께하는 온라인 홍보

(DMZ)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평화관광 활성화 적극 추진
❍ DMZ 당일투어 상품 판매 및 캠프그리브스 무료 셔틀 운영(42회,1,100여명)

고객지향 관광상품
차별화

⇒

❍ DMZ만의 특화 전시 개최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사진전”
❍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 운영 DMZ 평화‧생태 컨셉의 에듀투어(Edu-Tour) 확대
- 이용인원(27,784명) 전년대비 20.2% 증가, 운영수입(878,913천원) 전년대비 10.7% 증가

(고객만족/윤리경영) 고객만족 1등급, 청렴도 1위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
❍ 2018 경기도 공공기관 청렴도 1위(1등급) / 道 공공기관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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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맞춤형 찾아가는 관광마케팅
수요자 맞춤형 관광환경 조성
경기관광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신한국 문화 발굴 및 주도
지역 매력물 경쟁력 강화 및 명소화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 효율적 관리운영

북부지역
평화 ‧ 생태관광 허브화

⇒

능동적 전략경영
체계 구조화

⇒

조직개편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

新 사업영역
개척․확대

⇒

사업구조 다각화 및 전략사업 개발

DMZ일원 행사․프로그램의 성공적 개최
DMZ일원 인프라 구축

과학적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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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9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1

경기관광 브랜드 홍보

□ 새로운 경기여행 홍보영상 제작 (1,100백만원)

Ⅳ-1. 경기관광 브랜드 리노베이션
○ 새로운 경기관광 브랜딩-포지셔닝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강화 및 시장 맞춤형 찾아가는 관광마케팅 추진

❍ ‘신한국 문화’를 선도하는 언어권/방문형태/마케팅 활용도별 수요 맞춤형
경기도 관광 한류콘텐츠 기획 및 영상 제작
❍ DMZ 미래비전,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국어 홍보영상 제작

□ 일상 속 경기여행 브랜드 홍보 (1,200백만원)

□ 2019년도 주요 추진 전략 및 과제
시장 맞춤형 찾아가는
관광마케팅

고객과 함께하는
온라인 홍보

❍ ‘관광의 일상화, 일상의 관광화’에 따른 생활 속 경기여행 브랜드 지속 노출

시장․타겟별 홍보 전략 구축

찾아가는 경기관광 마케팅 강화

고객이 참여, 생산하는

❍ 시군-공사 예산매칭을 통한 경기여행 공동홍보 및 소셜미디어 영향력 확대

(영상, SNS, PPL, 특화 콘텐츠)

(광역 시․도, 타겟별 고객 접점)

홍보콘텐츠 확대

경기관광 브랜드 홍보

❍ (브랜딩) 새로운 경기관광 홍보를 위한 특화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확대

- 방송매체(공중파․라디오), 대중교통(지하철․버스․KTX), 옥외매체(공항,항만 등) 활용

❍ 언론매체 네트워크 구축․강화를 통한 긍정적 경기관광 이미지 확산
- 유력 중앙 및 지방언론 대상 보도, 온‧오프라인 광고 등 기획홍보 추진

❍ (맞춤형 마케팅) 광역시․도 타겟별 맞춤형 고객 접점 마케팅 강화
❍ (온라인 홍보) 고객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통합 홍보 추진

□ 영상매체 활용 관광자원 홍보 (700백만원)

□ 2019년 사업예산 현황

❍ 시ㆍ군 공동사업 추진 및 지원협력을 통해 유력 방송프로그램(드라마,
(단위 : 천원)

사 업 명
합 계

출연금

대행사업

3,320,000

2,550,000

새로운 경기여행 홍보영상 제작
일상 속 경기여행 브랜드 홍보
경기관광
브랜드 홍보

전략적 언론매체 홍보

1,100,000
1,200,000

700,000

경기관광 특화 콘텐츠 구축
시장 맞춤형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250,000
600,000

찾아가는 관광마케팅 찾아가는 경기여행 홍보관 운영
고객과 함께하는
온라인 홍보

경기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디지털 관광마케팅

❍ 도내 관광지 간접광고(PPL)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 경기관광 특화 콘텐츠 구축 (250백만원)
❍ 생애주기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여행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

820,000

영상매체 활용 관광자원 홍보

비 고

예능, 시사ㆍ교양, 영화 등)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 추진

300,000

만족도 제고
❍ 여행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경기여행 수요 확대
❍ 도-시군-공사 간 유력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700,00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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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맞춤형 찾아가는 관광마케팅

□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600백만원)
❍ 도내 시·군, 관광업계의 특별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고객 접점
마케팅을 통한 경기도 브랜드 강화(5.31~6.2,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우수 여행·레저·문화·숙박 상품 판매 증대를 위한 온라인 경기그랜드세일
개최(봄·가을 여행주간, 유력 소셜커머스 연계)

□ 찾아가는 경기여행 홍보관 운영 (300백만원)
❍ 전국 대표축제 및 주요 관광박람회 연계 찾아가는 경기여행 홍보관
운영을 통한 잠재여행객 경기도 유입 확대

Ⅳ-2. 고객지향 관광상품 차별화
○ 수요자 맞춤형 관광환경 조성을 통한 관광 상품 체계화 및 지속적인
관광 ․ 산업 융복합 추진
○ 새로운 관광 플랫폼과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2019년도 주요 추진 전략 및 과제
수요자 맞춤형
관광환경 조성

경기관광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신한국 문화 발굴

지역 매력물 경쟁력 강화
및 명소화

시장별․ 타겟별 관광환경 조성

한류문화를 활용한 글로벌 마케팅

숨어있는 지역 매력물 발굴

(MICE, 캠핑, 무장애 관광)

(FIT 플랫폼, 한류 콘텐츠, 스타트업)

(축제, 둘레길, 생태, 품질인증)

❍ (맞춤형 관광환경) 관광 소비자 맞춤형 환경 조성 및 상품 체계화
❍ (글로벌 경쟁력) 모바일 플랫폼 확대 및 신한국 문화를 활용 경쟁력 강화
❍ (지역 자원 명소화) 숨어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인증을 통한 명소화 추진

❍ 고객 접점 마케팅이 가능한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홍보프로그램 운영

□ 2019년 사업예산 현황

3

(단위 : 천원)

고객과 함께하는 온라인 홍보

사 업 명
합 계

□ 경기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700백만원)
❍ 경기관광 포털사이트의 안정적 관리·운영 및 다양한 디지털 네트워크

문턱 없는 경기관광 도시 조성

1,150,000

경기 마이스 산업 육성

2,300,000

관광환경 조성

경기도 캠핑관광 활성화

❍ 동영상 플랫폼, 가상현실(VR) 등 디지털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경기관광 글로벌 마케팅 기반 강화
경기관광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무장애관광지 대상 360도 VR 콘텐츠 제작(1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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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
300,000

해외시장 경기관광 마케팅

1,250,000

FIT 선호 모바일 플랫폼 마케팅

300,000

경기투어라인(EG셔틀) 운영

550,000

외래관광객 유치 저변확대

450,000

신한국 문화의

한류콘텐츠 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발굴 및 주도

한류자원 발굴 및 스토리텔링

2,800,000
220,000

구석구석 누구나 행복한 명소 발굴

관광수요 창출 및 경기관광 인지도 제고 추진
- SNS(Youtube, 인스타그램) 이용자 대상 경기도 여행테마 국제공모 진행

240,000

경기 서남부 5개시 공동 관광 마케팅

❍ 신규 관광정보 확보와 DB 리뉴얼을 통한 정보 신뢰도 증대 및 모바일

□ 디지털 관광마케팅 (200백만원)

대행사업
9,310,000

수요자 맞춤형

연계를 통한 호감형 관광정보의 확산
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실질적 방문 유도

출연금
3,600,000

지역 매력물
경쟁력 강화 및
명소화

31개 도민행복 관광축제 활성화

500,000
500,000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

300,000

경기도 권역별 지속가능한 생태 거점 조성

750,000

역사문화생태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

950,000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 운영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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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수요자 맞춤형 관광환경 조성

□ 경기도 캠핑관광 활성화 (240백만원)
❍ 전국 최다 캠핑장 소재지인 경기도의 캠핑관광 선도 및 착한 캠핑주간을

□ 문턱 없는 경기관광 도시 조성 (1,150백만원)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보체계 구축

❍ 우수캠핑장 확대 선정 및 등록 캠핑장 사업자 안전·위생시설 교육

❍ 문턱 없는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및 관광약자 대상 시범투어 추진

(연 4회, 권역별 구분 실시)

❍ 무장애 관광지(시설) 인증제 도입 및 업계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 관광약자 편의 및 이용증진을 위한 관광지 공간환경 개선

□ 경기 서남부 5개시 공동 관광 마케팅 (250백만원)
❍ 경기 서남부권 5개시(화성, 광명, 안산, 시흥, 부천) 관광 마케팅 협력을

□ 경기 마이스 산업 육성 (2,300백만원)

통한 서남부권 관광활성화 및 공동 마케팅 시너지 창출

❍ 마이스 유치 확대 및 지역특화 마이스 육성

❍ 경기 서남부권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 마이스 참가 외래객 유치 확대 및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치 ․ 개최

- 인스타그램/티몬 연계 서남부 신규, 대표관광지 마케팅(봄‧가을주간/2회)

지원체계 운영 (′18 : 56건 ⇒ ′19 : 62건)

- (국내)서남부 공동 홍보관 운영(2회), (해외)대표 관광박람회 참가‧홍보(1회)

- 시·군 대상의 지역특화 마이스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역산업․문화 등에 기반한
마이스 행사 발굴․육성 (′18 : 4건 ⇒ ′19 : 6건)
- 지역 마이스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 마이스 데이” 순회 개최 (수원시 12월)

❍ 경기 마이스 마케팅 및 네트워크 구축 강화

2

경기관광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경기관광 글로벌 마케팅 기반 강화 (300백만원)

- 해외 유력 마이스 박람회에 경기도 단독 홍보관(비즈니스상담) 운영

❍ 주요 거점별 해외사무소 운영을 통한 시의성 있고 효율적인 해외마케팅 추진

(시 ․ 군, 마이스 업계 공동 참가)
(중국) IT&CM China
3.19~21
상하이국제소싱컨벤션센터

(독일) IMEX Frankfurt

(싱가폴) ITB Asia

5.21~23
프랑크푸르트 메세홀

10.16~18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 마이스 관련 국제기구 회원가입 등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위한 글로벌

지역
개 소 일
운영형태

타이베이
’14.10월
한국관광공사

상해
’14.4월

북경
’16.1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민간기관

북경지사 내 설치

‘한태교류센터’ 내 설치

타이베이지사 내 설치 상해지사 내 설치

방콕
’18.12월

네트워크 구축 강화 (UIA, ICCA 등)

❍ 경기 마이스 산업 기반구축 추진
- 시․군 마이스 활성화 등 협력사업 추진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경기 마이스 인력양성을 위한 마이스 교육 프로그램 및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 각계 지명도 높은 인사의 마이스 앰배서더 위촉, 협력유치 시스템 구축
- 경기도 마이스 얼라이언스 협력 강화 (도내 89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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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 경기관광 마케팅 (1,250백만원)
❍ 고부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시장별 경기관광마케팅 추진
- 관광박람회 참가(6개국 7회) 및 세일즈콜 실시(10개국 18회)
- 공동 상품개발(11개국 17회) 및 팸투어(7개국 9회)
- 해외 인플루언서 및 대중매체 활용 미디어 마케팅(9개국 10회)
- 유력 항공사 공동 프로모션 및 시장별 특화 홍보물 제작 등
- 10 -

□ FIT 선호 모바일 플랫폼 마케팅 (300백만원)
❍ 경기도 내 개별관광객 유치 활성화 목적의 일환으로 주요 관광정보 획득

□ 한류자원 발굴 및 스토리텔링 (220백만원)
❍ K-컬쳐의 진원지 경기도 한류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의 데이터

루트인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경기관광 홍보마케팅 추진
- 태국(LINE), 일본(코네스트), 중화권(한유망, 알리페이), 동남아(KLOOK)

기반 확보를 통해 한류콘텐츠 중심 선순환 글로벌 현지화 플랫폼 구축
❍ 해외 시장별 한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매력적 관광정보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시각적 자료 제작 등 수용태세 개선

□ 경기투어라인(EG셔틀) 운영 (550백만원)
❍ 서울에 집중한 외래 관광객의 경기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출발,
도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데일리투어 확대
- 운행노선 : 경기도 권역별 또는 테마별 주요 관광지 5개~7개 코스
- 차량·횟수 : 25인승 이상 버스, 주 3회 이상 운영
※ 2018년 3개 노선 운영, 34.5명/일 이용

□ 외래관광객 유치 저변확대 (450백만원)

4

지역 매력물 경쟁력 강화 및 명소화

□ 구석구석 누구나 행복한 명소 발굴 (500백만원)
❍ 경기도만의 지역정취가 있는 골목,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 풍경 등
콘텐츠를 발굴하고 신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도내 숨겨진 특색 있는 자원 및 차별성 있는 지역문화콘텐츠 DB 구축

❍ 경기도 대표 우수여행상품 개발 및 외래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
관련 스타트업 기업 지원 ․ 육성
- 경기도 우수 여행상품 및 스타트업 선정 ․ 지원을 통한 경기관광산업 육성
(5개 상품, 5개 프로젝트 / 각 25,000천원)
- 개별관광객 맞춤형 다국어 할인쿠폰북 제작 (8개 언어 110,000부 제작 배포)

□ 31개 도민행복 관광축제 활성화 (500백만원)
❍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경기도 우수축제 발굴·지원
- 경기관광축제 대상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분석지원, 온·오프라인 홍보지원

❍ 경기관광축제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대표 관광명소로 특화

□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 (300백만원)

3

신한국 문화의 발굴 및 주도

❍ 전문가 참여로 체계적 도보길 노선조사 및 선정 (기존코스 활용 및 신규코스 발굴)
❍ 둘레길 브랜드 및 통합안내디자인 개발 등 운영 기반 마련

□ 한류콘텐츠 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2,800백만원)
❍ 경기도 문화관광 글로벌 인지도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목적으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2019 경기문화관광의 날’ 개최
- 장소 : 태국 방콕 임팩트 아레나 (9월 예정)
- 내용 : 경기문화관광의 밤, K-pop 콘서트, 경기도 문화관광체험관 운영 등

□ 경기도 권역별 지속가능한 생태 거점 조성 (750백만원)
❍ DMZ(북부)-서해안(서부)-한강(동남부) 권역별 생태거점 시군 공모 및 선정(6개소)
❍ 선정마을별 지속가능한 사업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 마을 환경개선, 마을 디자인사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 마을별 밀착 컨설팅, 연계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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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생태관광 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 (950백만원)
❍ 권역별‧테마별 스토리텔링 개발 및 문화자원연계 시군 공모사업(2개소)
❍ 해설이 있는 여행상품운영 : 역사, 인물, 박물관‧미술관, 기차투어 등

Ⅳ-3. 북부지역 평화·생태 관광 허브화
○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 및 북부지역 관광 콘텐츠‧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기북부 평화․생태 관광 허브화

❍ 역사문화 관광자원 정보제공 : 사인물 설치, 마이크로페이지 구축 등

□ 2019년도 주요 추진 전략 및 과제
□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 운영 (100백만원)
❍ 경기도 체험관광프로그램의 인증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 및 만족도 제고
❍ 품질인증 체험프로그램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및 인증업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
효율적 관리운영

DMZ 일원 행사 ․
프로그램 성공적 개최

DMZ 일원 인프라 구축

평화누리‧, 수풀누리, 캠핑장 등

DMZ 콘텐츠 활용 행사 추진

캠프그리브스 리모델링

관광시설 관리

(DMZ 트레일러닝대회, 청소년 탐험대 등)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

❍ (경기북부 관광 허브화) DMZ 일원 및 평화누리 콘텐츠 인프라 구축 확대

□ 2019년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합 계
임진각․평화누리 관리운영
평화누리 캠핑장 관리운영
임진각
임진각 관광지 기반시설 관리운영
평화누리 일원 평화누리길 관리운영
평화누리길 시설물 설치
효율적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관리운영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 운영
도라산 평화공원 관리운영
DMZ 청소년탐험대
DMZ 일원
DMZ 트레일러닝 대회
행사․프로그램
tour de DMZ 행사
성공적 개최
DMZ 국제교류 협력사업
임진각평화누리 모험놀이 시설조성
캠프그리브스 및 마정중대 軍 대체시설
캠프그리브스 장교숙소 리모델링
DMZ 일원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인프라 구축 DMZ 일원 자연환경 생태 조사
및 생태도감 제작
캠프그리브스 전시운영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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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대행사업 자체사업
1,908,000 13,010,192 2,240,000
1,128,000
1,129,000
144,000
216,000
430,000
497,000
200,000
350,000
967,000
180,000
120,000
200,000
230,000
190,000
400,000
9,294,637
79,063
80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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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300,000
200,700

비 고

평화협력국
소관

평화협력국
소관

평화협력국
소관

1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 효율적 관리운영

□ 임진각 ․평 화누리 관리운영 (2,257백만원)
❍ 관람객 편의를 위한 임진각, 평화누리 시설 유지 관리

□ 평화누리길 관리운영 (430백만원)
❍ 확장된 평화누리길(도보, 자전거길) 및 시설물의 통합 관리
❍ 평화누리길 도보해설사 양성 등 평화누리길 이용활성화 추진
❍ 대형 규모의 걷기행사를 지양하고 점진적 이용객 증가 모색

- 대상 : 임진각건물, 평화누리, 독개다리/벙커전시관,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 주차장
- 내용 : 환경 미화 등 유지관리, 노후시설 개보수, 관람객안전을 위한 안전
점검, 조경관리, 꽃밭조성(15,000평),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 자체예산 : 1,129백만원 / 관광과 출연금 : 1,128백만원

□ 평화누리길 시설물 설치 (497백만원)
❍ 평화누리길 시설물 설치․관리에 관한 전수 조사 실시
❍ 평화누리길 방문객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200백만원)
❍ 평화누리길을 찾는 도보 여행객에게 평화누리길 주변 숙박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
❍ 민간․주민운영 게스트하우스 지정 및 운영자 지원(12개소)
❍ 평화누리길 일원에 산재된 철책, 공터, 구조물 등을 활용한 설치예술
공모전 개최 등 볼거리가 있는 평화누리길로 조성

□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 관리운영 (1,317백만원)

□ 평화누리 캠핑장 관리운영 (144백만원)

❍ 민통선 내 유일한 숙박형 체험 시설인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유스호스텔)을 DMZ
자원홍보 및 평화‧통일 에듀튜어(Edu-Tour)를 선도하는 시설로 운영
❍ 2019년 사업목표 : 이용인원 및 운영수입 증대
< DMZ체험관 운영실적 추이 및 목표 >

❍ 경기북부 DMZ 일원 숙박관광 활성화를 위한 캠핑장 운영
- 사이트수 : 150사이트 (카라반 15동 포함)
- 주요시설 : 관리동(매점, 휴게실), 편의동(화장실, 샤워실, 취사장) 등

□ 임진각 관광지 기반시설 관리운영 (216백만원)
❍ 평화누리 수풀누리 조경 관리(수목관리, 제초관리, 시설물 데크 등)
❍ 오·상수시설, 환경 미화 등 기반시설 준공에 따른 운영·관리

- 15 -

구 분
이용인원(명)
연인원(명×일)
운영수입금

2015년
11,993명
21,134명
394백만원

2016년
17,128명
28,852명
566백만원

2017년
23,116명
40,545명
794백만원

2018년
27,784명
44,945명
878백만원

2019년(목표)
30,600명
49,500명
967백만원

* 자체예산 : 967백만원 / DMZ정책과 출연금 : 350백만원

□ 도라산 평화공원 관리운영 (180백만원)
❍ 도라산 평화공원 시설의 유지 관리 / 방문객 대상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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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

DMZ 일원 행사·프로그램의 성공적 개최

□ DMZ 청소년탐험대 (120백만원)
❍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DMZ 일원의 현명한 보전과 활용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DMZ 일원 인프라 구축

□ 임진각평화누리 모험놀이 시설조성 (400백만원)
❍ 평화누리 캠핑장 유휴공간(광장)을 활용한 어린이 모험놀이 시설조성을
통해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객 유도 및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

- 일정/장소 : 2019. 5~10월 / 파주, 연천 DMZ 일원
- 참 가 자 : 600명(중학생)

□ 캠프그리브스 및 마정중대 軍대체시설 (9,204백만원)

- 주요내용 : 소규모 프로젝트 정규 프로그램 및 현장 탐방 특별 프로그램 운영
※ 미래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DMZ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이해 증진

❍ 道가 양여사업 소유권 이전 대가로 대체 부지를 확보, 훈련장 등 군사
시설을 조성하여 국방부로 소유권을 이전

□ DMZ 트레일러닝 대회 (200백만원)

❍ 주요내용 : 간부숙소, 막사, 훈련장, 초소, 정비고, GP시설, 탄약고 등

❍ 최근 유럽 및 동남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트레일러닝 대회를 DMZ
일원에서 개최하여 DMZ 홍보 및 관광객 유치
- 일정/장소 : 2019. 9. 20(금)~9. 22(일)(2박 3일) / 김포, 연천~철원, 파주 DMZ일원
- 참 가 자 : 2,000명
- 주요내용 : 100㎞, 50㎞, 18㎞, 건강걷기(9㎞)

□ 캠프그리브스 장교숙소 리모델링 (79백만원)
❍ DMZ와 군사시설의 장소적 가치를 보전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해 양여
시설의 활용가치 증진 및 문화적 이미지 창출
❍ 주요내용 : 양여부지 활용 기본구상 및 장교숙소 리모델링 설계

□ tour de DMZ 행사 (230백만원)
❍ 평화누리길 방문객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 개최를 통하여
DMZ 일원 홍보 및 체험기회 제공

□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802백만원)
❍ DMZ 일원의 독특한 생태공간을 보존함과 동시에 생태와 문화·역사를 체험

- 일정/장소 : 2019. 5. 25(토) / 철원군 ∼ 연천군 일원

하며 지역 안보 관광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거점 개발을 위한 군 경계력

- 참 가 자 : 2,000명

보강사업

- 행사코스 : 60㎞ 내외(연천군 ~ 철원군)

□ DMZ 국제교류 협력사업 (190백만원)

❍ 주요내용 : 군순찰로 보강, CCTV 및 조명등 설치

□ 캠프그리브스 전시운영 (300백만원)

❍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리기산 – 경기도 평화
누리길 간 협력사업을 통한 DMZ 일원 가치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 제고

❍ 캠프그리브스 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및 예술창작 전시 기획‧운영
❍ 공연‧이벤트 및 전시투어 등 문화관광 프로그램 기획‧운영

❍ NNSC 전시회 국내외 개최
- (국내) ‘19. 9월 , 킨텍스 / (해외) ‘19. 7~9월(예정), NNSC 국가 중 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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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 능동적 전략경영체계 구조화

Ⅳ-5. 新 사업영역 개척·확대

○ 혁신적인 조직 개편을 통한 능동적․적극적인 조직문화 형성

○ 사업 구조의 다각화 및 자체 전략사업 발굴을 통한 新 사업영역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실태 조사 등 관광정보 관리 및 활용

1

조직개편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

확대로 공사 수익 기반 강화

□ 2019년도 주요 추진 전략 및 과제

□ 체계적·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 구현

사업구조 다각화

자체 전략 사업 개발

❍ 수평적 조직문화와 유기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통한 환경변화에 유연한 대응
❍ 대(大)팀제로 단순화, 기능별 전문성 강화 : 유사기능 통폐합
- 해외마케팅 분야 : 기존 3개부서 → 1개 팀으로 통합

- 공적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영역의 사업 다각화

- 미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 사업 개발

(영화, 게임, 학교 등)

(중․장기 전략 사업 발굴)

- 국내마케팅 분야 : 기존 3개부서 → 1개 팀으로 통합
- 관광개발 분야

: 기존 2개부서 → 1개 팀으로 통합
수익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한 공사 자생력 강화

❍ 유기적 사업조직을 위한 전략 및 성과관리 기능 신설
- 경영전략팀 신설(신규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성·수익성 검토, 신규 관광프로
그램 개발 타당성 검토 등 R&D 기능 수행)
- 감사법무팀 신설(사장직속, 내부감사 및 법무지원 기능 강화)

2

과학적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 (다각화) 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영역의 사업 발굴
❍ (미래 전략 사업)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중․장기 전략사업 발굴
❍ (수익화) 공사 자생력 강화를 위한 수익사업 발굴 추진

□ 중‧장기 추진 전략 및 과제

□ 경기관광 실태조사 (150백만원)

관광+영화

→ 신한국 문화 창달을 위한 영화산업 투자

❍ 신규 수요 및 테마에 맞춘 설문조사 설계 확대
- 수요도 높은 신규관광지(쇼핑지 등) 추가(기존 42개소 → 50개소)
- ‘평화관광’ ‘한류관광’ 테마에 맞춘 관광지 조사확대 및 신규 설문내용 추가
- 경기도 31개시군 및 관광업계 대상 결과 공유회 개최

사업구조
다각화 및

관광+전문인재

→ 한류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학교 설립

전략사업 개발

❍ 소셜데이터 활용 경기도여행 트렌드 분석
- SNS(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등) 후기 활용 ‘경기도 여행’ 동향 분석

관광+게임

→ 게임이 있는 경기관광 모바일 플랫폼 개발

- 경기도 신규 여행 동향 및 인포그래픽 보고서 상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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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구조 다각화 및 전략사업 개발

□ 신한국 문화 창달을 위한 영화산업 투자
❍ 경기도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영화산업 투자를 통해 경기관광 글로벌
브랜드 가치 극대화,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 및 관광지로 재창조
❍ 직접적인 영화제작 투자를 통해 경기도 올로케이션 또는 경기도 문화적
소재를 한류 영상콘텐츠로 개발

□ 한류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학교 설립
❍ 신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의 확대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한류콘텐츠 여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한류의 근간이 되는 열린교육기관 설립
❍ (가칭) ‘한국대중문화전문학교’ 설립 검토 추진
- 분 야 : K-POP, 영화/드라마, 뷰티, 패션, 게임, 만화/캐릭터 등
- 목 적 : 체계적 교육시스템을 통해 창의적 예술가의 조기 발굴 및 양성을 통한
신한국 문화 창달
- 효 과 : 신한국 문화의 확산, 글로벌 인재 양성, 한류시장 활성화, 한류토대 제공

□ 게임이 있는 경기관광 모바일 플랫폼 개발
❍ 4차산업 기반의 마케팅활동 강화를 위한 신규 플랫폼(포털, 게임) 구축
❍ 민간 전문 기관과 공동사업을 통한 융복합 협업 추진
- 공사(기획 및 홍보마케팅) - 민간(게임 솔루션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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