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과계획 총괄표

가. 총괄

(단위:개, 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계 26 80 191 183 353,149 367,951 -14,801

기획감사실 1 6 14 11 16,052 53,071 -37,020

자치행정과 1 4 9 9 64,666 61,925 2,741

주민생활지원과 1 5 15 11 16,003 14,289 1,713

평생교육과 1 3 6 5 10,888 7,233 3,655

세무과 1 1 5 5 520 396 124

회계과 1 1 2 2 1,744 2,126 -383

민원과 1 2 3 2 308 298 10

사회복지과 1 7 27 17 69,400 57,246 12,155

관광문화과 1 4 8 9 7,126 6,803 323

스포츠레저과 1 1 2 5 9,993 9,433 560

일자리경제과 1 5 11 12 23,565 17,114 6,451

신성장전략과 1 2 3 3 59 93 -34

지역개발과 1 2 2 5 13,277 7,721 5,557

농정산림과 1 3 13 13 14,126 8,504 5,622

건설교통과 1 5 7 11 18,242 17,848 394

도시재생과 1 2 6 9 12,888 21,750 -8,862

안전재난관리과 1 5 7 10 5,908 11,870 -5,962

환경보호과 1 4 11 10 21,772 16,042 5,730

건축지적과 1 4 9 10 8,644 8,148 495

의회사무과 1 1 2 2 787 884 -97

보건소 1 2 5 5 8,666 5,706 2,960

농업기술센터 1 1 5 7 6,567 5,086 1,482

상수도사업소 1 1 2 1 5,359 3,801 1,558

수질환경사업소 1 4 6 4 11,130 21,579 -10,449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1 1 2 1 3,969 6,505 -2,536

탄광유산관리사업소 1 4 9 4 1,492 2,481 -989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생산적 의정운영 및 
지원을 통한 열린 자
치의정 실현 (의회사
무과)

지방의회 기능 및 운
영지원을 통한 열린 
자치의정 실현

회기운영지원실적

643 0.25

의원입법발의건수

시정기획조정 및 효율
적 예산 운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기획감
사실)

시정주요사업 추진상
황의 체계적 관리 및 
정책수립 조정

시정만족도 평가

3,718 1.42

성과관리

전략적 시정 홍보로 
태백시의 가치 제고

시정 홍보 언론 광고
횟수

시정 소식지 제작

자매우호도시 교류증
대 및 시민과 함께하
는 글로벌 국제 및 국
내 교류

국제교류추진

국내교류추진

세계겨울도시회의 참
석

시도지사 협의회 주
관, 연수참석

효율적 예산운영 및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
고

경상경비 집행률

재정자주도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
현 및 효율적인 법무
행정 수행

자치법규정비

나.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시정기획조정 및 효율
적 예산 운영을 통한 
경제 활성화 (기획감
사실)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
현 및 효율적인 법무
행정 수행

국가,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3,718 1.42

규제개혁 및 지역 활
성화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직장 교육

소통과 협력의 공직문
화 조성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역량강화를 
통한 소통의 공직문화 
조성

행정지원강화

7,034 2.68

후생복지증진

행정정보 시스템 고도
화

지역 정보화 추진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
화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 비상대비훈련 실시

주민 참여 사업을 통
한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

지방행정내실화

주민자치역량강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
화하여 공동체 건설에 
기여

사업예산대비 예산집
행률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 
생산 (주민생활지원
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에 대하여 각종 복
지급여 및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적기 지원을 
통한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
원

15,080 5.74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 
성공률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 
생산 (주민생활지원
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에 대하여 각종 복
지급여 및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적기 지원을 
통한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사례관리대상자 의료
급여일수 및 진료비 
증감률(역순위)

15,080 5.74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
계층 보호와 저소득층
의 생계형 사고예방 
및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보호와 
맞춤형 통합서비스 기
반구축 마련에 기여하
고자 함

긴급지원사업 추진실
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
업 추진 실적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
원 실적(사업보조 4
개,  맞춤형 통합서비
스 지원 8개 동)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선진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기반 
구축하고자 함

다자녀가정 지원실적

북한이탈주민 지원실
적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
녀교육비 지원실적

보훈선양사업 추진을 
통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및 명예선양 사
업을 통한 유공자 복
지증진 향상에 힘쓰고
자 함.

보조금 집행적정률

보훈수당 지급률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건강하고 활기찬 복지 
생산 (주민생활지원
과)

보훈선양사업 추진을 
통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및 명예선양 사
업을 통한 유공자 복
지증진 향상에 힘쓰고
자 함.

보훈관련 행사 예산집
행률

15,080 5.74
식품 위생관리 강화로 
위생종사자에 대한 위
생의식 고취와 예방 
관리에 힘쓰고, 위생
업소의 건전 영업 풍
토 조성 및 위생·서
비스 수준 향상을 위
하여 위생 접객업소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유통식품안전관리에 
따른 수거율

위생위반업소 발생률

환경개선사업 지원율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
독서 증진으로 지혜로
운 시민상 구현
세상을 만나고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평생
교육과)

태백형 입시지원 대학
진학률 제고 및 실용
영어 중심교육 활성화
지역인재 및 지역대학 
육성

4년제 대학진학(수시) 
합격률

10,749 4.09

태백시 원어민 화상영
어 수강생 만족도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
독서 증진으로 지혜로
운 시민상 구현
세상을 만나고 미래를 
만드는 도서관 (평생
교육과)

태백형 입시지원 대학
진학률 제고 및 실용
영어 중심교육 활성화
지역인재 및 지역대학 
육성

태백영어페스티벌 참
가자 만족도

10,749 4.09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으로 평생학습도시 기
반 조성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
료율

시민의 행복한 삶과 
미래를 함께하는 도서
관

시민 1인당 독서량

년간 도서 증가수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
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 (세무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수증대(현년도 
징수율)

481 0.18

지방세 체납액 관리
(지난연도 체납액 징
수율)

세무조사(목표액 달성
율)

재산세 및 과표관리
(개별주택가격 신뢰
율)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
으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 (세무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세외수입증대(지난연
도 체납액 징수율) 481 0.18

효율적인 재정운영으
로 행정신뢰 확보 (회
계과)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행정 추진

전자계약 시행율

1,499 0.57

대부료 징수율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
하는 민원행정 실천 
가족관계？여권서비스 
확대로 시민만족도 향
상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
업무 추진 (민원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 민원서비스 
향상

민원만족도

151 0.06민원처리단축률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 
민원서비스 구축 자동차 적기 등록율

각 분야별 맞춤형 복
지서비스 제공을 실천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서비스 증진
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사회복지정책운영

68,587 26.13

저소득층 복지수준 향
상 및 선진 사회복지 
실현

지역 사회복지 기반 
구축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노후 소득보
장으로 행복한 노후생
활 안정 지원

경로당 지원

노인소득 보장

노인 일자리 지원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각 분야별 맞춤형 복
지서비스 제공을 실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노후 소득보
장으로 행복한 노후생
활 안정 지원

노인복지 프로그램 활
성화 지원

68,587 26.13

노인복지시설 기반확
충

건전장묘 문화 조성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
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향상

장애인 행사지원

진폐재해 복지증진 지
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를 통한 권리 
증진 및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

여성복지서비스 강화

여성의 주류화

효과적인 보육사업 운
영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

저소득층 영육아가구 
보육의질 향상

건전아동 육성 및 저
소득 아동 및 아동복
지시설 지원으로 아동
복지 서비스 향상

아동 통합서비스 제공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각 분야별 맞춤형 복
지서비스 제공을 실천 
(사회복지과)

건전아동 육성 및 저
소득 아동 및 아동복
지시설 지원으로 아동
복지 서비스 향상

결식아동 급식지원

68,587 26.13

아동복지 시설 지원

요보호 아동지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선도활동으로 건전
한 청소년 육성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리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저소득청소년 지원 및 
위기청소년 관리

건전청소년 문화 육성

관광·문화자원 발굴
로 명품 관광도시 조
성 (관광문화과)

문화의 발굴 육성 및 
시민화합과 정주의식 
함양

문화예술 단체 지원 
실적

6,726 2.56

문화예술 공연 개최 
실적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국가(지방)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문화재 정비 및 보수 
실적

우리시 관광산업의 진
흥 및 경쟁력 제고

관광객 유치 증대    
(홍보 마케팅)
관광객 유치 증대

성공적인 축제 개최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관광·문화자원 발굴
로 명품 관광도시 조
성 (관광문화과)

미래지향적 문화도시 
조성으로 시민 향수권 
신장

대관 실적

6,726 2.56

공연 관람객수

전국 최고의 스포츠레
저 도시 조성 (스포츠
레저과)

국내 최고 스포츠레저
도시 도약을 위한 인
프라 구축

체육대회 개최율

9,958 3.79

학교체육 지원율

활력있는 경제기반 구
축으로 발전하는 태백
경제 (일자리경제과)

저소득층 고용안전망 
구축 취업자수

23,459 8.94

신 노사문화 창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이행률

근로자종합복지관 이
용 실적

안정된 지역경제 육성

산업전사위령탑관리

맞춤형 지식 재산권지
원사업지원율

전통시장 활성화 관리

태백사랑상품권 유통
액

중소기업 지원 체계 
구축

유치기업 보조금지원

이자보전지원실적수

에너지 자원 개발 보
급 관리 발전단지 운영수익율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활력있는 경제기반 구
축으로 발전하는 태백
경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 자원 개발 보
급 관리 에너지 수급안정 23,459 8.94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를 위한 기반조성
시민과 함께 지역현안 
해결 총력 추진
청정자연을 활용한 신
사업 육성 (신성장전
략과)

지역균형개발과 대체
산업 육성 중앙부처 등 출장율

33 0.01

폐광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수행률

폐광지역개발기금 성
장동력사업 배분율

효율적 지역개발을 위
한 업무추진
양질의 관광 자원 개
발 (지역개발과)

관광자원 확충 및 개
발을 통한 시정 발전
에 기여

개발사업 달성도

13,250 5.05

태백 산업 진흥을 통
한 시민 생활 안정 및 
소득증대에 기여

사업진척률

농업경쟁력 강화 및 
녹색명품 산소도시조
성 (농정산림과)

지역 농업인 역량강화 
및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증
대를 통한 농업 경쟁
력 강화

인구증가수

13,892 5.29

주민역량강화수

도농교류활성화수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원예시설지원 지원률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농업경쟁력 강화 및 
녹색명품 산소도시조
성 (농정산림과)

지역 농업인 역량강화 
및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 소득증
대를 통한 농업 경쟁
력 강화

산지유통시설 보급률
(저장고)

13,892 5.29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태백한우 명품화 추진

질병발생 감소율

가축분뇨 자원화율

한우브랜드 추진실적
(홍보ㆍ행사)

저탄소 녹색성장 확충 
및 산림자원 보호 추
진

조림숲가꾸기사업실적

사방시설설치추진실적

산림소득지원실적

산불초동진화율

균형있는 지역발전, 
편리한 교통 (건설교
통과)

도로교통망 확충 및 
유지관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집행율

17,403 6.63

도로포장보수율

농촌지역 생산기반 강
화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예산집행율

주민행정 편의도모 민원접수 처리실적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가로(보안)등 유지보
수 집행율

대중교통 육성 지원

대중교통시설물 정비 
실적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실적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도
시재생과)

지역균형발전 및 클린
시티 조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
설보상 12,840 4.89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도시 재창조 (도
시재생과)

지역균형발전 및 클린
시티 조성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공정률

12,840 4.89

ECO JOB CITY 태백 도
시재생뉴딜사업 집행
률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
생뉴딜사업 집행률

현수막 게시시설 정비 
추진률

시민이 살기 좋은 주
거환경 조성 새뜰마을사업 집행률

재난관리체계 확립으
로 시민의  재산과 생
명보호 (안전재난관리
과)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 
최고의 안전도시 태백 
추진

안전문화 생활화 운동

5,658 2.16

풍수해보험 가입실적

환경친화적 하천정비
사업으로 발원도시 이
미지 구축

하천유지관리사업 추
진실적

소하천유지관리사업 
추진실적

비상대비 대처능력 강
화로 지역안정 도모

민방위대 교육 훈련실
적

경보통신 시스템 현대
화 구축으로 첨단 네
트워크 인프라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

재난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실적

주민자치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

범죄예방활동 추진실
적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
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환경보호과)

자연환경 보전 및 관
리를 통해 친환경 생
태도시 조성

유해야생동물 포획개
체수 증가율

17,297 6.59

생태계교란종제거사업 
추진율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
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환경보호과)

자연환경 보전 및 관
리를 통해 친환경 생
태도시 조성

탄소포인트 세대별 가
입

17,297 6.59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
소화를 통해 청정 환
경 유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
업장 점검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율

효율적 유역관리로 발
원도시의  깨끗한 수
질 유지

오수처리시설 점검율

하천수질 1급수 유지
율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
진율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처리시스템 유지로 
청정도시의 이미지 조
성

감량의무사업장 지도
점검 비율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지도점검 비율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 추
진율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신속. 공정한 건축 
인허가
■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재조사와 공유토
지 분할로 재산권 보
호
■ 도로기반지하시설
물 구축과 공간정보시
스템관리 (건축지적
과)

토지정책의 선진화 및 
공간정보 활용 극대화
로 대민 서비스 향상

개별공시지가조사 신
뢰율

8,435 3.21

지적재조사사업 공정
률

지하시설물 DB구축

주거복지 실현으로 주
거안정 제고

기초수급자 주택개보
수사업 대상가구 지원
율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신속. 공정한 건축 
인허가
■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재조사와 공유토
지 분할로 재산권 보
호
■ 도로기반지하시설
물 구축과 공간정보시
스템관리 (건축지적
과)

주택 신.개축시 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지원하여 주택
개량 활성화

융자금 이차 보전

8,435 3.21

시민이 살기 좋은 주
거환경 조성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개보수 예산집행률

빈집정비사업 예산 집
행률

건축 인허가 기한 내 
처리율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주거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신속. 공정한 건축 
인허가
■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재조사와 공유토
지 분할로 재산권 보
호
■ 도로기반지하시설
물 구축과 공간정보시
스템관리 (건축지적
과)

시민이 살기 좋은 주
거환경 조성

도시취약지역생활환경
개선사업 8,435 3.21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
공으로 주민이 행복하
고 건강한 도시 조성 
(보건소)

건강증진.관리사업 강
화를 통한 주민건강 
관리 및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도모

보건기관 서비스조사

7,777 2.96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
준 인지율

건강검진 수진율

흡연율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
으로 양질의 의약서비
스 제공

의약업소 지도점검

고부가가치 농촌자원 
발굴 및 강소농 육성 
(농업기술센터)

전문농업인력 양성과 
농촌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농업 발전 
및 과학영농 실천과 
농업 신기술 및 새로
운 작목 개발보급을 
통한 농업소득 극대화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실적

6,439 2.45농촌자원 활용 소득자
원화

토양검정실적(점) 및 
선충방제 대상농지 방
제(ha)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고부가가치 농촌자원 
발굴 및 강소농 육성 
(농업기술센터)

전문농업인력 양성과 
농촌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농업 발전 
및 과학영농 실천과 
농업 신기술 및 새로
운 작목 개발보급을 
통한 농업소득 극대화

무사마귀병 방제면적
(ha) 및 선충방제종자 
보급량(kg)

6,439 2.45

신소득 작목 농가 소
득률 (오미자, 산채 
등)

- 소규모수도시설 및 
먹는물공동시설 유
지·관리를 통한 먹는 
물 안정적 공급
- 먹는 물에 대한 정
기적인 수질검사 및 
결과를 공표하여 대주
민 서비스 향상 및 불
신감 해소 (상수도사
업소)

- 안전하고 깨끗한 수
돗물 공급으로 주민들
의 삶의 질 향상
- 각종 먹는 물에 대
한 정기 또는 수시 수
질검사를 추진 및 공
표하여 수질 안전성 
확보 및 대민서비스 
질 향상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및 정비

643 0.24

먹는물공동시설 개선 
및 수질검사

방류수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목표 수질 달성 (수질
환경사업소)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
한 인근지역 수질오염 
예방

마을하수처리시설 운
영지원

7,220 2.75

수처리 시설정비 및 
방류수 수질관리로 낙
동강수계 수질환경 개
선

하수처리 정비사업 추
진률

방류수질기준 준수율

하수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지역 생활환경개
선 및 공공수역 수질
환경 보전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사업

화전분구 하수도 정비
사업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방류수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목표 수질 달성 (수질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의 오염물질 제거를 
통한 수질개선

비점오염저감시시설 
관리 7,220 2.75

안전체험관 운영 활성
화 (한국청소년안전체
험관)

안전체험관 운영 활성
화

연간 입장객 수

2,250 0.86

소방 및 야외교통 4D 
체험관 공정률

○ 탄광유산 자원발
굴,보전 및 활용으로 
미래성장 견인
○ 박물관 운영활성화
를 통한 매력적인 관
광도시 구현
○ 지역주민 상생지원
으로 지역발전 구현 
(탄광유산관리사업소)

탄광유산의 브랜드가
치 향상 및 프로그램 
발굴

태백체험공원 목표입
장객 달성률

1,311 0.50

철암탄광역사촌 목표
입장객 달성률

지역대표 문화공간 조
성을 위한 탄광유산산
업 진흥

유지보수 집행률

유물의 보존 및 전시 
등 박물관 고유 기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
고, 다양한 기획전시
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박물관 운
영 활성화 도모

박물관 참여관람객 증
가율



전략목표명
(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탄광유산 자원발
굴,보전 및 활용으로 
미래성장 견인
○ 박물관 운영활성화
를 통한 매력적인 관
광도시 구현
○ 지역주민 상생지원
으로 지역발전 구현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유물의 보존 및 전시 
등 박물관 고유 기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
고, 다양한 기획전시
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박물관 운
영 활성화 도모

교육프로그램 운영

1,311 0.50

박물관 시설정비

전시와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박물관 고유의 
목적인 교육기관으로
서의 목표 달성

자연사박물관 목표관
람객 달성률

프로그램운영

박물관시설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