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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박람회 개최 사업계획(안)

Ⅰ  추진배경

❍ 정부3.0 추진 3년차를 맞아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의 

정부3.0 성과와 미래 모습을 종합적으로 소개하여 국민 공감대 확산

❍ 정부3.0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참여기관의 행사비 분담 추진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부3.0박람회｣ 행사운영 대행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 5월말까지

❍ 행사일시 : 2015. 04. 30(목) ~ 2015. 05. 3(일) / 총 4일간

    * 장소 임대기간 : ‘15. 4. 27(월)～’15. 5. 4(월) / 총 8일간

    * 연중 코엑스 관람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로, 동기간 코엑스 

전사적 행사인 C-페스티발 개최 계획(약 300만명 방문 예정)

❍ 행사장소 : 코엑스(C3홀, C4홀, 컨퍼런스룸)

❍ 사업규모 :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 등(200개 규모)의

부스 설치 및 부대행사 운영

    * 부스규모 및 부대행사는 참여기관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최/주관 : 정부3.0 추진위원회,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 소요예산 : 1,393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행자부(200백만원), NIA 출연(300백만원), 행사참여기관 분담(893백만원)

    * 행사참여기관별 예상 분담금 및 비율 : <붙임> 참조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기술평가(90%, 행자부) + 가격평가(10%, 조달청)



Ⅲ  주요내용

  개막식 운영 (4. 30.)

❍ 정부기관장, 자치단체장, 포상 유공자 및 가족, 대학생 창업동아리,

생활공감 모니터단, 국민디자인단, 민간대표 및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정부3.0 주체가 참여하는 개막식 개최

❍ 주요내용

- 정부3.0 동영상 시청, 정부3.0 경과 및 미래 보고(ppt 등)

- 정부3.0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

- 개막 세레모니, 전시관 관람

  전시․체험관 (4. 30. ~ 5. 3.)

【 전 시 방 향 】

“눈으로 확인하고, 몸소 체험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정부3.0”

▸ 정부3.0으로 달라진 모습을 국민이 알기 쉽게 사례 위주로 구성

▸ 주요 성과와 미래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 컨텐츠 마련

▸ 관람자가 재미있게 돌아볼 수 있도록 전시 동선 사이에 이벤트 배치

❍ 정부3.0 테마관, 자치단체관, 체험관 등으로 구성

- 테마관 : 중앙부처·공공기관의 사례를 안전, 생활 등 주제별 전시

- 자치단체관 : 17개 시도별로 지방 특색을 반영한 우수사례 전시

- 체험관 : 데이터 활용 민간 기업 및 정부3.0 사례 체험존 운영

  부대행사 (4. 30. ~ 5. 3.)

❍ 정부3.0 홍보대사 사인회, 우수사례 발표회, 정부3.0 컨퍼런스(학술

대회), 창업경진대회, Talk Concert 등 개최



  홍보

❍ (언론홍보) 기획기사 연재, 뉴스, 정보프로그램 등에 박람회 및 

행사 소식 전달, TV·라디오 광고 등

❍ (현장홍보) 동영상, 포스터 제작 홍보, 옥외현수막, 지하철·버스광고 등

❍ (온라인 홍보) 공식SNS 개설, 기관별 홈페이지에 팝업게시, 포털

광고 및 온라인·SNS 각종 이벤트 등

Ⅲ  추진일정

❍ 일상감사 및 조달발주 의뢰(감사담당관실, 운영지원과) : ‘15.3.13(금)

❍ 사전규격 및 입찰공고(조달청) : ~4. 3(금)

    * 사전규격공고(3일), 입찰공고(2주) 소요

❍ 제안서 기술평가(창조정부기획과) : 4. 6(월)

    * 제안서 평가 : 기술평가(90%, 행자부) + 가격평가(10%, 조달청)

❍ 우선순위 협상 실시(창조정부기획과) : 4. 8(수)

❍ 계약 체결(조달청) : 4. 10(금)

❍ 정부3.0박람회 준비 및 개최 : ~5. 3(일)



붙임1  소요예산 세부내역

구         분 산출내역 소요금액
1. 기획 및 인건비

① 기획

총괄감독 총괄운영 담당 (본부장급) 1명 X 1개월 X 5,000,000 5,000,000
전시 전시공사 및 컨텐츠 총괄 (팀장급) 1명 X 1개월 X 4,000,000 4,000,000
운영 전체 운영 (과장급) 1명 X 1개월 X 3,000,000 3,000,000
부대행사 부대행사 총괄 운영 (과장급) 1명 X 1개월 X 3,000,000 3,000,000

기획 및 인건비 소계 (A) 15,000,000
2. 개막행사

① 환담장
환담장 케이터링 (커피,쿠키,과일등) 1식 X 18,000 900,000
운영 집기렌탈, 코사지 및 도우미 1식 X 2,900,000 2,900,000

② 공식행사

개막식구성 무대,영상,음향,조명,중계,전력,제작물 1식 X 108,200,000 108,200,000
사회자 방송국 아나운서급 1명 X 2,000,000 2,000,000
퍼포먼스 식전 및 퍼포먼스 1식 X 15,650,000 15,650,000
기타 시상 도우미, 임대, 레드카펫 등 1식 X 4,350,000 4,350,000

개막행사 소계 (B) 134,000,000
3. 전시장 구성

① 전시장
테마관 목공공사, 테이블, 조명, 패널, 임대 26개 기관 X 12,300,000 319,800,000
지자체관 목공공사, 조명, 패널, 임대,  인터넷 17개 지자체 X 12,300,000 209,100,000

② 공용공간
인트로 목공, 출력, 사인 ,주명, 조경, 컨텐츠 1식 X 31,250,000 31,250,000
휴게공간 구조물 및 임대 1식 X 3,750,000 3,750,000
체험·이벤트존 기업 및 행정기관 주요 이벤트(공사, 전기 등 포함) 1식 X 8,000,000 8,000,000

전시장 구성 소계 (C) 571,900,000
4. 운영

① 운영

운영 슈퍼바이저, 스탭, 도우미, 초청안내인력 1식 X 22,850,000 22,825,000
등록 참가자·관람객 등록, 비표배부 1식 X 9,225,000 9,225,000
임대 청와대 및 경찰 보안팀 공간, 사무국 1식 X 9,350,000 9,350,000
제작 기념품 1식 X 8,800,000 8,800,000
결과보고서 백서작성 1식 X 15,000,000 15,000,000
기록 영상, 사진 1식 X 4일차 X 1,100,000 4,400,000
기타 폐기물 ,운영비, 초청장 및 포스터 발송료 등 1식 X 15,700,000 15,700,000

운영 소계 (D) 85,300,000
5. 부대행사 및 이벤트
① 정부3.0홍보대사사인회 거마비 외 1식 X 2,200,000 2,200,000
②이벤트 프로그램 체험, 무대이벤트 및 부대행사 1식 X 128,500,000 128,500,000

부대행사 및 이벤트 소계 (E) 130,700,000
6. 홍보

① 매체홍보

방송협찬 SBS 모닝와이드, MBC 생생정보통 외 1식 X 45,000,000 45,000,000
신문 기획기사 , 인터뷰, 기고 1식 X 46,000,000 46,000,000
라디오 CM 라디오 CM 광고 1식 X 12,525,000 12,525,000
신문 단 광고 중앙지 및 무가지 1식 X 21,000,000 21,000,000
전문지 잡지 광고(2개) 1식 X 8,000,000 8,000,000

② 온라인 온라인 홈페이지 및 SNS(정부3.0 박람회 안내 페이지) 1식 X 20,000,000 20,000,000
③ 미디어 미디어간담회 진행 및 기념품, 프레스센터 운영 1식 X 10,125,000 10,125,000
④ 오프라인 옥외전광판, 아파트엘리베이터, 지하철, 버스 1식 X 34,850,000 34,850,000
⑤ 콘텐츠 제작 영상 및 라디오 CM 제작 1식 X 13,200,000 13,200,000
⑥ 도서 인쇄물 포스터, 초청장, 디렉토리, 리플렛 등 1식 X 34,400,000 34,400,000
⑦ 환경 장식물 행사장 외부 및 내부 현수막 등 1식 X 19,910,000 19,910,000

홍보 소계 (F) 265,010,000
7. 임대료
① 행사장 대관료 코엑스 전시 및 컨퍼런스홀 임대 1식 X 80,000,000 80,000,000

임대료 소계 (G) 80,000,000
8. 소계의 합(A+B+C+D+E+F+G) 1,281,910,000

9. 이윤[(8.소계의 합-(A)-(G))*10% 이내] 111,090,000
10. 총용역비(8+9) 1,393,000,000



붙임2  참여기관별 분담액

순서 기  관  명 기관별 분담액 분담율
1 한국정보화진흥원 300,000,000 25.15%
2 경찰청 19,000,000 1.593%
3 관세청 19,000,000 1.593%
4 교육부 19,000,000 1.593%
5 국세청 19,000,000 1.593%
6 국토교통부 19,000,000 1.593%
7 국민권익위원회 19,000,000 1.593%
8 금융위원회 19,000,000 1.593%
9 농림축산식품부 19,000,000 1.593%
10 농촌진흥청 19,000,000 1.593%
11 문화체육관광부 19,000,000 1.593%
12 문화재청 19,000,000 1.593%
13 병무청 19,000,000 1.593%
14 국가보훈처 19,000,000 1.593%
15 새만금개발청 19,000,000 1.593%
16 보건복지부 19,000,000 1.593%
17 산림청 19,000,000 1.593%
18 산업통상자원부 19,000,000 1.593%
19 국민안전처 19,000,000 1.593%
20 여성가족부 19,000,000 1.593%
21 외교부 19,000,000 1.593%
22 조달청 19,000,000 1.593%
23 통계청 19,000,000 1.593%
24 통일부 19,000,000 1.593%
25 해양수산부 19,000,000 1.593%
26 법제처 19,000,000 1.593%
27 환경부 19,000,000 1.593%
28 미래창조과학부 19,000,000 1.593%
29 법무부 19,000,000 1.593%
30 국방부 19,000,000 1.593%
31 인사혁신처 19,000,000 1.593%
32 서울특별시 19,000,000 1.593%
33 부산광역시 19,000,000 1.593%
34 대구광역시 19,000,000 1.593%
35 인천광역시 19,000,000 1.593%
36 광주광역시 19,000,000 1.593%
37 대전광역시 19,000,000 1.593%
38 울산광역시 19,000,000 1.593%
39 세종특별자치시 19,000,000 1.593%
40 경기도 19,000,000 1.593%
41 강원도 19,000,000 1.593%
42 충청북도 19,000,000 1.593%
43 충청남도 19,000,000 1.593%
44 전라북도 19,000,000 1.593%
45 전라남도 19,000,000 1.593%
46 경상북도 19,000,000 1.593%
47 경상남도 19,000,000 1.593%
48 제주특별자치도 19,000,000 1.593%

총     계 1,193,000,000 100%

  * 정부3.0박람회 참여기관 변경 또는 추가시 기관별 분담금 및 분담비율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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