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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현황
1

설립현황
설립현황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49조,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설립목적 :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
□ 설립일자 : 2002. 5. 21.

2

기구 및 인력현황

□ 기구표 < 2본부 8팀 >

□ 인력현황 : 정원 85명, 현원 82명 (2020. 1. 23 현재)
구분

합계 임원

사무직

무기
전문
시설직 기능직
계약직
1급 2~3급 4급 5급 6~7급 계약직

정원

85

1

1

12

26

19

7

5

1

2

11

현원

82

1

1

9

25

19

11

2

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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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현황

□ 2020년도 예산현황 (본예산 기준)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비 고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과목

총 계

41,996,187

총 계

소계
상품 등 판매수익

2,262,400

관리사업 수익 등

2,227,400

소계

29,985,370

사

업

업

출연금사업비

13,546,000

익

소계

2,251,400

관리사업 원가

2,251,400

소계

30,837,447

출연금사업비

13,546,000

출연금사업

6,130,000

인건비

5,621,671

운영비

1,794,329

비
용

위수탁대행사업
영업외 수익

41,996,187

35,000

사
수

예산액

16,246,070
193,300

위수탁대행사업
영업외 비용
판매비와관리비

15,485,555
1,785,892

예비비

20,000

자본적 수입

170,000

자본적 지출

881,753

전년이월금

9,578,417

차기이월금

8,02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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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9년 주요사업 성과
1

(국내) 일상 여행 콘텐츠 발굴 및 도내 여행 저변 확대

❍ 도내 숨겨진 특색 있는 자원 및 차별성 있는 지역문화콘텐츠 DB 구축
- 도·시군, 전문가 직접 조사·발굴 참여 및 전국민 대상 명소 발굴 공모전 추진(409건 참여)
- 지역관광 활성화 DB 구축(3천여건) /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101개)

❍ 호감형 관광정보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관광포털 내 신규 관광정보 등재(100건), 1,400여개 정보 현행화를 통한 신뢰도 증대
- SNS 누적 팔로워 17만명 달성(′19년 12월 기준 / 전년 대비 약 145% 증가)
- 이달의 가볼만한 곳 등 언론보도(2,081건), 방송․대중교통․옥외매체 등 다채널 홍보(26건)

❍ 온·오프라인 마켓 활용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및 판로지원 확대
- (온 라 인) 상·하반기 2회 / 숙박 및 시·군 투어 등 1,041개 상품 101억원 매출 달성
- (오프라인) 경기관광박람회 in 광주 개최(24개 시·군, 300여 부스규모, 약 3.9만명 관람)

2

(해외) 글로벌 경기관광 브랜드 마케팅 다각화

❍ 해외 미디어 매체를 통한 경기관광 브랜드 이미지 강화
- 주요시장 6개국 7개 TV프로그램 경기도 촬영 유치
․ 대만, 일본, 태국, 베트남, 미국, 인도 등 주요 시장 유력 미디어(TV 프로그램) 활용,
경기관광 콘텐츠 송출로 잠재 여행수요 창출

❍ 해외 유력 인플루언서 경기관광 콘텐츠 제작
- 10개국 28명의 인플루언서 경기도 관광콘텐츠 (총 100여편) 제작 배포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대만·홍콩(10), 태국(3), 베트남(2), 필리핀(2),
인도네시아(4), 영국(2), 독일(1), 멕시코(1), 중국(3)

❍ 새로운 경기여행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 ‘외계인도 반한 경기도’ 등 5개 영상 조회수 287만 건(′20.1.2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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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마이스 행사 유치를 통한 경기 마이스 산업 육성
- 2020 USANA(美) Asia Pacific Convention (12개국 / 약 11,000명)
- 2020 대한치과 교정학회 국제 학술대회 (45개국 / 약 3,000명)
- 2021 제41회 세계대학생토론대회 (75개국 / 2,000여명 / 480팀) 등

❍ 아시아지역 대형 인센티브 유치 강화
- 인도네시아 Allianz (4월/ 2,000명)
- 중국 인센티브 단체 (6건/ 8,500명)
‧ 유가방방 (5월/ 600명), KC Inner Bella (7월/ 1,200명),
래배은생물과기유한공사 (9월/ 1,500명), 환안국제 (10월/ 1,000명),
대상국제여행사 (11월/ 800명), The WEINA 그룹 (12월/ 3,400명) 등

3

(DMZ) 평화관광 활성화 및 신규 관광인프라 구축

❍ 임진각․캠프그리브스 평화관광 활성화 추진
- 서울출발 투어버스 및 임진각-캠프그리브스 셔틀버스 운영(30일 / 2,018명)
- 캠프그리브스 체험 콘텐츠 및 신규 전시 확대(15,137명 관람)
- DMZ 국제교류사업 NNSC(중립국감독위원회) 국내외 사진전(11회) 등 개최

❍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 추진
- 경기 파주 ~ 강원 고성 구간(250km) DMZ 155마일 걷기(15박16일 / 총 99명 종주)
- Tour de DMZ(1,502명 참가), DMZ 청소년탐험대(정규 프로그램 4회) 운영
- 명품 평화누리길 조성 체류관광 활성화
‧ 예술작품 5개소 설치, 게스트하우스 13개소 지정 등 3,724명 숙박 이용

❍ 경기북부 관광인프라 구축
- 첨단 미디어를 접목하여 재미있고 흥미로운 스토리로 구성된 경기북부 체험형
야간관광 콘텐츠 도입(1단계, ′19.9월 착공)
‧ 콘텐츠 디자인 및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20. 1월) 완료
- 2020년 2단계 체험형 야간관광 콘텐츠 사업 국비 확보 추진(20억, 국도비 포함)

4

(고객만족/정보공개) 고객만족 1위, 정보공개 최우수 등급

❍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역대 최고점 획득(관광공사군 중 환산평점 1위)
❍ 행정안전부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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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0년 사업추진 방향
5대 추진전략
1

대중이 공감하는 일상 속 경기관광 브랜드 확립

2

국내·외 시장 맞춤형 상품 체계화를 통한 고객지향 관광상품 차별화

3

DMZ 환경·문화자원을 활용한 북부지역 평화·생태 관광 허브화

4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新 사업영역 개척·확대

5

대내외에서 인정받는 지속가능 경영체계 및 공익적 기능 강화

세부 전략사업
오프라인 홍보기반 브랜드 포지셔닝

1

경기관광
브랜드 확립

2

고객지향
관광상품 차별화

⇒

3

북부지역
평화 ‧ 생태 관광 허브화

⇒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 효율적 관리운영

4

新 사업영역 개척ㆍ확대

⇒

신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구조 다각화

5

지속가능 경영체계 및
공익적 기능강화

⇒

고객지향형 기업문화 조성

⇒

뉴미디어 활용 소통 마케팅 강화
고객맞춤형 관광상품 체계화
지속적 관광 ㆍ산업 융복합 추진
해외 전략시장 및 유망시장 지배력 확보

북부지역 평화ㆍ생태 관광인프라 구축

공사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

과학적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관광으로 크는 지역, 세계가 찾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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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20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Ⅳ-1.

경기관광 브랜드 확립

○ 강력한 경기관광 이미지 정립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 강화
○ 수요자 맞춤형, 고객 참여·소통형 홍보 마케팅 추진

□ 2020년도 주요 추진 전략 및 과제

1

∘ 지속적이고 광범위 노출 가능한 일상 매체 활용

오프라인 홍보기반
브랜드 포지셔닝

► ∘ 트렌드·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생산 및 활용

뉴미디어 활용 소통 마케팅 강화

► ∘ 고객(수요자) 참여·소통형 홍보·마케팅 추진

∘ 모바일 기반 뉴미디어 활용 홍보 강화

오프라인 홍보기반 브랜드 포지셔닝

□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 도내 시·군, 관광업계의 특별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고객 접점
마케팅을 통한 경기도 브랜드 강화(4월, 대구 엑스코)
❍ 우수 여행·레저·문화·숙박 상품 판매 증대를 위한 온라인 경기그랜드세일
개최를 통한 경기 관광상품 판매(봄·가을, 유력 소셜커머스 연계)

□ 일상 속 경기여행 브랜드 홍보
❍ ‘관광의 일상화, 일상의 관광화’에 따른 생활 속 경기여행 브랜드 지속 노출
- 방송매체(공중파․라디오), 대중교통(지하철․버스․KTX), 옥외매체(공항, 항만 등) 활용

❍ 시군-공사 예산매칭을 통한 경기여행 공동 홍보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SNS 매체 맞춤 콘텐츠 개발, 채널 운영
❍ 언론매체 네트워크 구축․강화를 통한 긍정적 경기관광 이미지 확산
- 유력 중앙 및 지방언론 대상 보도, 온‧오프라인 광고 등 기획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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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는 경기여행 홍보관 운영
❍ 도내 관광축제 및 주요 관광박람회 연계 찾아가는 경기여행 홍보관
운영을 통한 잠재여행객 경기도 유입 확대
❍ 고객 접점 마케팅이 가능한 다양한 체험활동 중심의 홍보프로그램 운영

□ 미디어 콘텐츠 활용 전략적 관광자원 홍보
❍ 시ㆍ군 공동사업 추진 및 지원협력을 통해 유력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예능, 시사ㆍ교양, 영화 등)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 추진
❍ 관광지와 매체와의 스토리 접목을 통한 콘텐츠 구축 및 유망한 관광자원
발굴을 통한 장기적 활용 가능한 미디어 콘텐츠의 확보
❍ 드라마, 예능, CF, 뮤직비디오, 1인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영상미디어 영역
으로 확대

2

뉴미디어 활용 소통 마케팅 강화

□ 경기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 경기관광 포털사이트의 안정적 관리·운영 및 다양한 디지털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호감형 관광정보의 확산
❍ 최신 트렌드를 고려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현행화 추진
❍ 포털사이트 운영(외국어 사이트 포함), 관광정보서비스 인프라 관리 등
통합운영을 통한 효율화 도모

□ 디지털 관광마케팅
❍ 도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 경기관광 디지털 마케팅 서포터즈 선발
❍ 관광박람회, 지역별 주요 축제, 주요 관광자원 답사 취재 실시
❍ SNS 활용 체험 후기 콘텐츠 제작 및 전파를 통한 관광 홍보 추진
❍ 우수 서포터즈 선발 및 시상을 통한 우수 콘텐츠 제작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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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2.

고객지향 관광상품 차별화

○ 고객 접점 및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다가가는 고객 체감형 사업 추진

□ 2020년도 주요 추진 전략 및 과제

1

고객맞춤형 관광상품 체계화

►

지속적 관광ㆍ산업 융복합 추진

►

해외 전략시장 및 유망시장
지배력 확보

►

∘
∘
∘
∘
∘
∘
∘
∘
∘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
경기투어패스 운영을 통한 관광 편의서비스 확대
한류콘텐츠 활용 외래객 유치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권역별 생태관광거점 조성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해외 모바일플랫폼 홍보 강화
신한국 문화 활용 경쟁력 강화
마이스 산업 육성 강화

고객맞춤형 관광상품 체계화

□ 문턱 없는 경기관광 도시 조성
❍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동등하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 관광약자 여행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체험 영상 콘텐츠 제작
❍ 관광업계 대상 관광약자 수용태세 개선 지원 및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 경기도 역사문화생태 관광코스 및 스토리텔링 개발
❍ 권역별‧테마별 스토리텔링 개발 및 문화자원연계 시군 공모사업(2개소)
❍ 역사문화자원을 엮은 스토리형 웹툰 제작ㆍ연재, 해설이 있는 투어 및
SNS 홍보투어 운영

□ 경기도 순환둘레길 연결
❍ 2019년 확정된 순환둘레길(863.7㎞)에 대한 자원조사, 콘텐츠 개발 및
BI 체계 구축
❍ 시범구간 조성을 위한 컨설팅 추진으로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정비방안,
친환경공법 등 제안(시군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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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투어패스 운영
❍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을 연계한 통합이용권
발행을 통해 관광객 유입 증대 및 문화복지 확대
❍ 통합이용권 판매체계 및 정보데이터를 통한 도내 관광자원정보 체계화

□ 한류콘텐츠 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
❍ 한류콘텐츠 활용 경기도 문화관광 글로벌 인지도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Follow Gyeonggi K-Culture FESTA 2020’ 개최
- 시기 : 2020년 하반기(개최국, 장소, 시기, 기간은 공동사업자 제안)
- 내용 : 경기문화관광의 밤, K-pop 콘서트, 경기도 문화관광체험관 운영 등

2

지속적 관광․산업 융복합 추진

□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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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생태관광 거점 조성
❍ 생태관광을 활용한 거점 지역 육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성공모델 창출
- 탐방시설, 마을 환경 개선, 교육체험 생태관광시설 사업
-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홍보 및 주민역량 교육 사업
북부(DMZ)
(고양) 장항 습지
(파주) DMZ, 철새
(포천) 한탄강지질공원

서부(서해안)
(화성) 우음도, 공룡알화석
(평택) 농촌마을(소풍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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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부(강숲)
(가평) 잣나무숲, 축령산

□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 시군 대상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선정을 통한 콘텐츠 발굴 및 맞춤형
홍보마케팅 추진
❍ 골목 컨설팅단 운영, 콘텐츠 활성화 지원을 통한 주민참여 유도 및 역량 강화

□ 경기관광 품질인증제도 운영
❍ 신규 우수 체험프로그램 대상 운영·서비스 품질관련 전문가 컨설팅으로
지역 프로그램 육성ㆍ지원
❍ 품질인증 체험프로그램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및 업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 경기 서부권 7개시 공동 관광진흥사업
❍ 경기 서부권 7개시(화성, 광명, 안산, 시흥, 부천, 김포, 평택)를 중심으로
서부권 관광활성화 공동 마케팅 시너지 창출 및 통합 관광 브랜드 구축
❍ 경기 서부권 특화 콘텐츠 발굴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 한류스타 활용 브랜디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한 로케이션 명소화 추진(1회)
- 제작된 영상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류 모바일 플랫폼 상품 개발을 통한 한류
관광객의 실질적인 유치 도모(연중 개발ㆍ운영)
- [국내] 대표축제 공동 홍보관 운영(2회), [해외] 대표 관광박람회 참가(1회)

- 10 -

3

해외 전략시장 및 유망시장 지배력 확보

□ 경기관광 글로벌 마케팅 기반 강화
❍ 주요 거점별 해외사무소 운영을 통한 시의성 있고 효율적인 해외마케팅 추진
지역

상해

타이베이

방콕

산동성 칭다오

개 소 일

′14.4월

′14.10월

′18.12월

′20 상반기

운영형태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민간기관

방한 관광객 유치

상해지사 내 설치

타이베이지사 내 설치

‘한태교류센터’ 내 설치

전문기업 내 설치

□ 해외시장 관광 마케팅
❍ 고부가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시장별 경기관광마케팅 추진
- 관광박람회 참가(6개국 7회) 및 세일즈콜 실시(12개국 2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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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T 선호 모바일 플랫폼 마케팅
❍ 경기도 내 개별관광객 유치 활성화 목적의 일환으로 주요 관광정보 획득
루트인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경기관광 홍보마케팅 추진
- 일본(코네스트), 중화권(한유망, 트립닷컴, KKday), 동남아(KLOOK)

□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 2020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10월)
- 수원 능행차 퍼레이드 체험(외국관광객 약300명), 화성 능행차 행렬 참여
(외국관광객 약200명), 인플루언서 활용 주요 관광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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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투어라인(EG투어버스) 운영
❍ 서울 집중 외래 관광객의 경기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 출발 ⇄
도내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데일리 투어 지속 확대
- 운행노선 : 경기도 권역별 또는 테마별 주요 관광지 코스 확대
(′18년 3개 코스 ⇒ ′19년 7개 코스 ⇒ ′20년 10개 코스)
- 차량·횟수 : 25인승 이상 버스, 주 3회 이상 운영
※ 탑승객 현황 : ′18년 34.5명/일(7,561명/年) ⇒ ′19년 86.3명/일(12,599명/年)

□ 외래관광객 유치 저변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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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상품, 2개 프로젝트)
- 개별관광객 맞춤형 다국어 할인쿠폰북 제작 (8개 언어 110,000부 제작 배포)

□ 도쿄올림픽 대응 경기관광마케팅
❍ 역대 최대 규모 하계올림픽인 2020 도쿄올림픽(7.24~8.9) 관광특수
활용 수도권 지자체(경기, 서울, 인천) 외래객 유치 공동마케팅 추진
- 구미주 시장 대상 공동 상품 개발 및 관광 설명회 개최
(3.4~8 독일 ITB 박람회 공동 참가)
- 인천공항 경유 수요 유치를 위한 스탑오버(경유지 단기체류) 관광상품 개발

❍ 도쿄올림픽 전지훈련단 유치 추진 TF 운영
- TF 구성(1.29~7.31 / 6개월간) : 관광과, 체육과, 관광공사, 체육회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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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마이스 산업 육성
❍ ‘경기 마이스 연합체’ 출범, 고부가 마이스 행사 유치 본격 추진
- 경기도 최초 마이스 산·학·연·관(産·學·硏·官) 연합체 발족
- 도 주력산업(IT, 의료, 바이오, 환경, 문화관광, 경제) 마이스 행사 유치 추진
☞ (유치·개최) ′18년 56건 ⇒ ′19년 62건 ⇒ ′20년 65건 이상 목표
′20 유치 확정

유치 추진

USANA 아시아 컨벤션(15천명),
WUDC 세계대학생토론대회(1천6백명),
대한치과교정학회 국제학술대회(3천명)

아시아 수의사대회(3천명),
세계작업치료사대회(3천명), 포켓몬고대회(9만명),
세계수면학회학술대회(2천명)

❍ 지역특화 마이스 지원으로 경기도 토착형 마이스 육성
- 선택과 집중으로 양적 팽창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육성(′19년 6건→3건)

❍ 해외 유력 박람회 ‘경기도 마이스관’ 운영으로 마케팅 강화
- 시·군 및 경기도 마이스업계 공동 경기도 마이스관 운영, B2B 상담 강화
박람회명

IMEX 프랑크프루트 (5월/독일)

ITB Asia (10월/싱가포르)

주요타깃

유럽, 국제회의, 포상관광, 기업회의

동남아 포상관광, 기업회의

행사규모
(′19년 기준)

바이어 3,886명, 전시기관 3,500개,
참관객 14,500명

바이어 951명, 전시기관 940개,
참관객 11,000명

❍ 경기 마이스 산업 미래 경쟁력 강화
- 시ㆍ군 마이스 담당자 ‘전문가와 함께하는 해외워크숍’ 실시(1회)
- 경기도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 확대 및 마케팅 강화(92개 기업→102개)
- 미래 경기 마이스 주역 양성을 위한 ‘경기 마이스 아카데미’ 운영(대학생 50명)
- 각계 지명도 높은 인사의 마이스 앰배서더 위촉, 협력 유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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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3.

북부지역 평화·생태 관광 허브화

○ DMZ 일원 특화 관광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이용 활성화를 통한
경기북부 평화․생태 관광 거점 강화

□ 2020년도 주요 추진 전략 및 과제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
효율적 관리운영
북부지역 평화ㆍ생태
관광인프라 구축

1

►

∘ 평화누리, 수풀누리, 캠핑장, 주차장, 기반시설
등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
∘ 평화누리길(도보, 자전거길) 시설물 통합

► ∘ 지속 가능한 소규모 도보관광 활성화
∘ 노선의 점검·조사를 통한 최적의 노선 개선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 효율적 관리운영

□ 평 화누리 관리운영
❍ 관람객 편의를 위한 평화누리 조경·시설 유지관리
- 대상 : 평화누리 공연장, 야외 공간, 공용화장실, 생태연못,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
- 내용 : 평화누리 조경 및 생태연못 관리, 꽃밭조성 등

□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 관리운영
❍ 민통선 내 유일한 숙박형 체험 시설인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유스
호스텔)을 DMZ 자원홍보 및 평화·통일(Edu-Tour)를 선도하는 시설로 운영
❍ 2020년 사업목표 : 체험관 운영수입 증대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DMZ체험관 운영 중단 기간 : 2019.10.15. ~ 2020. 현재)

< DMZ체험관 운영실적 추이 및 목표 >
구 분
이용인원(명)
연인원(명x일)
운영수입금

2016년
17,128명
28,852명
566백만원

2017년
23,116명
40,545명
794백만원

2018년
27,784명
44,945명
87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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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8,990명
32,834명
760백만원

2020년(목표)
25,000명
42,000명
900백만원

비고

□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
❍ 캠프그리브스와 DMZ의 의미가 담긴 전시 및 문화관광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통해 국내외 문화예술 거점화 구축
❍ 2020년 사업목표 : 관람인원 증대 및 신규 콘텐츠 설치
- 2020년도 목표 : 17,000명 (2019년도 DMZ평화정거장 관람 인원 : 15,137명)

□ 도라산 평화공원 관리운영
❍ 도라산 평화공원 시설의 유지 관리 / 방문객 대상 프로그램 운영

□ 임진각 관광지 기반시설 관리운영
❍ 임진각 수풀누리, 평화주차장, 진입도로, 인접법면의 체계적인 조경 관리
❍ 오수처리시설, 상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 임진각 수풀누리 수변 공간 말라리아 유충방제로 방문객 안전 확보

□ 임진각 관광지 시설개선
❍ DMZ와 임진각·평화누리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 가족형 화장실(3개소, 540㎡) 설치 및 평화누리언덕 산책로 개·보수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시설개선으로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 환경 조성

2

북부지역 평화ㆍ생태 관광인프라 구축

□ 평화누리길 관리운영
❍ 평화누리길(도보, 자전거길) 시설물 통합 관리방안 조사 및 개선
❍ 대형 규모의 걷기행사 보다는 지속 가능한 소규모 도보관광 활성화
❍ 도보 해설사 양성 마무리, 걷기 웹 연계 등 이용객 서비스 향상

□ DMZ 일원 자연환경생태조사 및 생태도감 제작
❍ 고양, 연천, 김포, 파주 평화누리길 12코스 및 주변 생태계 조사 결과 도감
제작 및 도내 교육기관, 도서관 등 관련 유관 기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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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누리길 시설물 설치
❍ 평화누리길 방문객을 배려한 안내시스템 구축 및 편의시설 정비
❍ 평화누리길 구간 노선의 점검 및 조사를 통환 최적의 길로 개선
❍ 기존 설치 관리 중인 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정한 유지관리 추진

□ 임진강변생태탐방로 운영관리
❍ 자연경관과 생태관리가 좋은 임진강변에서 다양한 체험과 생태 해설
❍ 경기도 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과정을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 개성관광 재개 적극추진으로 경기도 평화관광기반 조성
❍ 경기도 출발 개성관광 재개 여건마련 노력, 평화관광시대 만반준비
- ‘개성지역 역사·문화탐방’ 중고생 체험여행·교류활동 우선 추진

❍ 민관 전문가 및 관광업계 공동 개성관광 추진단 TFT 발족
- 도(평화협력국), 공사, 경기도 교육청 및 업계 구성, 전문가 자문 등 사전준비 추진
⇒ 개성관광 민관 협력체계 구축, 민선7기내 개성관광 재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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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4.

新 사업영역 개척·확대

○ 경기도 관광의 新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자체 전략사업 발굴
○ 수익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한 공사 자생력 강화

□ 2020년도 주요 추진 전략 및 과제
신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구조 다각화
공사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

1

►

∘ 신한국 문화 창달을 위한 콘텐츠 사업 강화
∘ 4차 산업 기반 마케팅 확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전략 사업 발굴을 통한 중장기 수익구조 마련

► ∘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미래 관광산업 기반 확립

신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구조 다각화

□ ‘한류문화의 중심 경기도’ 브랜드화
❍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경기도 영화관광 활성화 추진
- 영상 속 경기도 촬영지 및 관광자원의 관심증가로 관광인프라 확충
- 숨은 관광자원을 유명관광지로 재탄생 가능한 효과적 마케팅 추진
- 촬영지 방문 관광객 소비활동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및 도민경제 직접적 혜택
➜ 사업 지속 및 선순환 구조가 가능한 영화산업 투자로 효과적 사업추진

❍ OTT1)플랫폼 활용 경기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 유튜브 활용 2019년 기 제작 경기관광 홍보영상의 후속편 제작 글로벌 공모전 추진
- 세계 각국 유력 유튜버가 참여, 직접 제작한 경기관광 영상을 통해 신한국
문화콘텐츠 실시간 확산
⇒ 신한류 문화콘텐츠의 세계화, 경기도가 주도적 견인차 역할 수행
1) OTT : Over The Top Service의 준말로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 넷플릭스, 디즈니+, HBO 맥스, 애플 TV, VUDU, 훌루, Youtub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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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1개 시․군 관광정책 빅데이터 구축
❍ 도내 시ㆍ군의 관광분야 예산, 사업계획 및 성과 등 빅데이터 수집ㆍ분석을
통해 시ㆍ군별 맞춤형 정책수립 및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시스템 구축
❍ 방문객 특성, 경제적 기여도, 소비자 피드백(소비지출, 방문패턴) 등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시ㆍ군 관광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 경기도-31개 시ㆍ군 정보 연계성 강화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 기반 구축

□ 인공지능 경기여행 플랫폼 구축
❍ 31개 시·군의 구석구석 숨은 관광정보와 여행서비스를 결합한 4차산업
기반 시ㆍ군과 공존하는 경기여행 플랫폼 구축
❍ 이용자 정황 및 취향에 대한 인공지능 학습을 통한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
민간 협업 제휴를 통한 플랫폼 확장 기반 마련
⇒ 새로운 여행 트랜드에 맞는 여행 정보 제공을 통한 관광분야 4차 산업 선도

2

공사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전략사업 발굴

□ 안산 평생교육시설 관광자원화
❍ 도 소유 유휴시설인 안산 평생교육시설을 힐링‧휴양공간으로 리뉴얼 추진
❍ 기존 교육연구시설을 관광숙박 및 부대시설로 용도변경하여 탄력적 활용
- 주중 : 고위험 스트레스 직종 종사자 및 감정노동자 단체 중심 치유프로그램 운영 공간
- 주말 :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며 쉼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힐링‧휴양 공간
⇒ 도민의 힐링‧휴양공간으로 리뉴얼 및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 경기도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
❍ 관광혁신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관광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환경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력 양성방안 정책수립 필요
⇒ 중장기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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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5.

지속가능 경영체계 및 공익적 기능강화

○ 체계적 조직관리 및 열린혁신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고객지향형 기업문화 조성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실태 조사 등 관광정보 관리 및 활용

□ 2020년도 주요 추진 전략 및 과제
고객지향형 기업문화 조성

과학적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1

∘ 체계적 조직관리를 통한 성과 창출

► ∘ 사회적 책임강화로 고객만족경영 실현
►

∘ 과학적인 관광실태 조사를 통한 시군 관광정책
수립 지원 및 효율적인 시장 대응전략 예측

고객지향형 기업문화 조성

□ 혁신경영 내재화 및 고객지향형 사업 강화
❍ 지속적 혁신경영 추진 및 체감형 혁신성과 창출
- 혁신 관련 전문교육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한 혁신인력 양성
- 혁신기술 융합서비스(빅데이터 등)를 통한 데이터 공유 및 소통 강화
- 주민참여형 혁신과제 발굴 및 쌍방향 피드백 활성화

❍ 공사 신사업 발굴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TF팀 구성
- 대외협력 기구 설치·운영을 통한 31개 시·군 협력 활성화
- 도내 지역간 칸막이 없는 관광 활성화 추진 체계 마련

2

과학적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 경기관광 실태조사
❍ 신규 수요 및 목적에 맞춘 조사 설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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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도 높은 신규관광지(캠핑장 등) 등 관광지점 조정 및 추가
- 경기도 여행 만족도 및 불만요소 세부 설문항목 추가
- 경기도 31개시군 및 관광업계 대상 결과 공유 간담회 확대

❍ 경기도 미방문 외래객 조사 확대 실시(′19년 300명 → ′20년 1,000명)
- 경기도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 분석을 위한 경기도 외(서울) 지역 방문조사
- 한류관광 등 외래객의 수요가 높은 문항 추가 조사 실시

❍ 소셜데이터 활용 경기도여행 트렌드 분석
-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후기 활용 ‘경기도 여행’ 동향 분석
- 경기도 신규 여행 동향 및 인포그래픽 보고서 상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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