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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배경



MICE 산업 경제적 의의 : 서울의 미래 먹거리

u 관광측면 : 일반 관광객에 비해 1인당 지출액이 1.8배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u 무역측면 : 국제무역 촉진, 외화 획득율 88%(반도체 43%, 휴대전화 32%)

u 고용측면 : 제조업의 2배, IT 산업의 5배(특히 청년취업율이 높음)

u 산업측면 : 교통, 숙박, 공연, 연회, 의전, 장비임대 등 연관 서비스 산업 발전

I. 추진배경

u 관광측면 : 일반 관광객에 비해 1인당 지출액이 1.8배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u 무역측면 : 국제무역 촉진, 외화 획득율 88%(반도체 43%, 휴대전화 32%)

u 고용측면 : 제조업의 2배, IT 산업의 5배(특히 청년취업율이 높음)

u 산업측면 : 교통, 숙박, 공연, 연회, 의전, 장비임대 등 연관 서비스 산업 발전

ü 우리나라 MICE 개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약 28조 3,888억원

MeetingMeeting
2222조조 2,2142,214억원억원 CoventionCovention

44조조 1,4491,449억원억원 ExhibitionExhibition
11조조 2,2032,203억원억원 IncentiveIncentive

8,0208,020억원억원

자료: 한국관광공사 (2011) 산업통계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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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산업 사회문화적 의의 : 혁신도시 서울의 기반

u 혁신 발생 : 다양한 전문지식과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이 만나는 혁신의 장

u 혁신 역량 : 전문지식 습득 및 교육훈련을 통한 서울의 혁신 역량 확보

u 혁신 확산 : 세계적인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를 통한 혁신사례 확산

I. 추진배경

<출처 : UNWTO(2012), MICE Industry><출처 : UNWTO(2012), M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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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글로벌 MICE 동향
Ⅱ. MICE 환경분석

대륙별 MICE 동향

◆ 세계화(Globalization)에 따라 MICE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

◆ 비즈니스 목적의 산업 특성상 MICE 산업의 성장은 경제성장과 비례

◆ 세계경제의 중심이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함 ⇒ 아시아 MICE산업은 성장추세

• 2006-2010년 세계 성장율 30% (8,871건→11,519건), 아시아 성장율 133% (1,305건→3,042건)

대륙별 국제회의 개최 비율(UI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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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세계도시순위

도시별 MICE 개최 순위

◆ 국제협회연합(UIA) 발표기준 2012년 전세계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10,498건

◆ 싱가포르(952건), 브뤼셀(547건), 비엔나(326건)가 MICE 선도도시

- 서울은 253건(5위)으로 세계 2.5% 점유

01. 글로벌 MICE 동향
Ⅱ. MICE 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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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요 경쟁도시 MICE 동향
Ⅱ. MICE 환경분석

도시 싱가포르 홍콩

인프라
현황

Marina Bay Sands, Changi Exhibition Center 등
543,000㎡

Hong Kong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re, 
Hong kong Asia World Expo 등 195,193 ㎡

산업동향

-마리나베이센즈(‘10), 리조트월드센토사(‘10) 
⇒ 인프라 240,380㎡ 증가
-개최건수 30% 증가
신규일자리 3만3천개 창출

-홍콩컨벤션센터 확충 및 복합단지화(‘10)
⇒ 인프라 129,400㎡ 증가

-MICE 방문객 22.8% 증가

지원체계 Singapore Tourism Board MICE전담부서 50명
지원예산 연 348억원

Meeting & Exhibitions Hong Kong 전담부서 20명, 
지원예산 연 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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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요 경쟁도시 MICE 동향
Ⅱ. MICE 환경분석

도시 도 쿄 상하이

인프라현황 Tokyo Big Sight, Ariake Park Building, TFT Building, Time 24 
Building_총4개379,978㎡

Shanghai New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 등 296,737㎡

산업동향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MICE 참석자방문 수 하락
- 지원금규모를2억 4천만원으로증대
- 현재 도쿄 MICE 활성화 용역중 (노무라컨설팅)

- 상하이국제공항옆에중국 최대 컨벤션 추가 건설 중으로
2014년 완공 예정

지원체계 도쿄컨벤션뷰로 40명 상해시여유국 MICE전담부서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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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시 컨벤션센터 면적은 세계 20위권 (5위권 도시 평균의 30%)
• 세계 5위권 도시 평균 면적 : 214,782㎡, 서울 64,414㎡

◆ 서울 최대규모 전시  컨벤션 시설인 COEX의 면적은 세계 190위 수준
• COEX 47,130㎡, SETEC 8,787㎡, aT센터 8,497㎡

◆ MICE 인프라 신규투자 부족
• 코엑스 증축(2000년)과 aT센터 개장(2002년) 이외 신규투자 없음

서울 MICE 인프라 현황

03. 서울의 MICE 현주소
Ⅱ. MICE 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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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시 컨벤션센터 면적은 세계 20위권 (5위권 도시 평균의 30%)
• 세계 5위권 도시 평균 면적 : 214,782㎡, 서울 64,414㎡

◆ 서울 최대규모 전시  컨벤션 시설인 COEX의 면적은 세계 190위 수준
• COEX 47,130㎡, SETEC 8,787㎡, aT센터 8,497㎡

◆ MICE 인프라 신규투자 부족
• 코엑스 증축(2000년)과 aT센터 개장(2002년) 이외 신규투자 없음

아시아 주요도시 전시  컨벤션시설 현황 COEX 가동률

약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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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조직 : 서울시 관광사업과 MICE산업팀(3명) / STO MICE뷰로(7명)

※‘04.12 (사)서울컨벤션 뷰로 → ’08.1 서울관광마케팅㈜로 MICE 전담조직 변경

◆ 지원 프로그램

• MICE 유치․개최지원, 해외 홍보마케팅, 서울SMA운영, 서포터즈 운영 등

◆ 예산 : 44억원(‘13)

지원체계

03. 서울의 MICE 현주소
Ⅱ. MICE 환경분석

◆ 전담조직 : 서울시 관광사업과 MICE산업팀(3명) / STO MICE뷰로(7명)

※‘04.12 (사)서울컨벤션 뷰로 → ’08.1 서울관광마케팅㈜로 MICE 전담조직 변경

◆ 지원 프로그램

• MICE 유치․개최지원, 해외 홍보마케팅, 서울SMA운영, 서포터즈 운영 등

◆ 예산 : 44억원(‘13)

예산분야 예산(백만원) 예산비율

MICE유치 및 개최지원 2,658 60.4%

해외특화홍보 1,119 25.4%

SMA네트워크운영 322 7.3%

컨벤션서포터즈 119 2.7%

코리아 MICE엑스포 182 4.1%

합 계 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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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지리적 장점, 관광자원, 서울시 정책지원 등으로 UIA기준 3년 연속 세계 5위

컨벤션도시로 MICE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 유지

u 그러나 하드웨어 측면에서 컨벤션센터 등 인프라 부족으로 향후 경쟁력 약화 예상

u 전시컨벤션센터는 MICE산업 성장의 기반으로 조속한 확충 필요

MICE 인프라 경쟁력 확보 필요

<MICE 인프라 경쟁력 비교(서울/싱가포르)>

인프라 면적(㎡)

04. 정책적 시사점
Ⅱ. MICE 환경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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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면적(㎡)MICE 지원체계 및 홍보마케팅 강화

u MICE유치 지원제도, 해외타켓 마케팅

강화를 통한 양적 성장과 더불어

u 서울대표 MICE 육성, 특화관광상품

개발 등 MICE산업의 질적 성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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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E 연구용역 자료분석 및 마스터플랜 자문안 작성 – ’13.1~2월

• 연구용역자료(서울시, KTO,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MICE협회,한국전시산업진흥회), 

MICE 전문월간지 등 20건

◆◆ MICE산업 전문가 및 현업종사자 자문회의 (10회 41명) – ’13.3~5월

•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 5회 20명

• 현업 종사자 자문회의 : 5회 21명

◆◆ MICE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초안 작성 – ’13.4~6월

• 비전과 목표,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도출

◆◆ 전문가 종합자문회의 및 반영(2회 10명) – ’13.6~7월

• MICE업계 종사자 자문회의 : 5명 (‘13.7.2)  

• 전문가 대상, 마스터플랜 자문 : 5명 (‘13.6.25~7.5)

◆◆ 시장시장 보고회보고회 제안사항제안사항 반영반영, , 종합자문회의종합자문회의 --'13.7~9'13.7~9월월

• 마스터플랜(안) 시장보고회 : 전문가 6명 ('13.7.22)

• 전문가 종합 자문회의 : 4명 ('13.9.6)

05. 기존연구 분석 및 현장의 목소리 청취
Ⅱ. MICE 환경분석

◆◆ MICE 연구용역 자료분석 및 마스터플랜 자문안 작성 – ’13.1~2월

• 연구용역자료(서울시, KTO,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MICE협회,한국전시산업진흥회), 

MICE 전문월간지 등 20건

◆◆ MICE산업 전문가 및 현업종사자 자문회의 (10회 41명) – ’13.3~5월

•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 5회 20명

• 현업 종사자 자문회의 : 5회 21명

◆◆ MICE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초안 작성 – ’13.4~6월

• 비전과 목표,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도출

◆◆ 전문가 종합자문회의 및 반영(2회 10명) – ’13.6~7월

• MICE업계 종사자 자문회의 : 5명 (‘13.7.2)  

• 전문가 대상, 마스터플랜 자문 : 5명 (‘13.6.25~7.5)

◆◆ 시장시장 보고회보고회 제안사항제안사항 반영반영, , 종합자문회의종합자문회의 --'13.7~9'13.7~9월월

• 마스터플랜(안) 시장보고회 : 전문가 6명 ('13.7.22)

• 전문가 종합 자문회의 : 4명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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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전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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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비전과 목표

2018 2018 
MICE MICE 글로벌글로벌 선도도시선도도시

‘‘서울서울’’

세계세계 33대대 컨벤션도시컨벤션도시 MICE MICE 관광객관광객 증대증대 MICE MICE 지출액지출액 증대증대

비전비전

목표목표 253건(11년)→ 350건(18년) 
(UIA기준)

51만명(11년)→ 100만명(18년) 
(참가자수)

3,088$(11년)→ 4,500$(18년)
(1인당 소비액)

비전과 목표

세계적 수준의
MICE 인프라

확충

55대대

정책과제정책과제

1010대대

핵심사업핵심사업

MICE 잠재수요
발굴 유치 확대

MICE 부가가치
확대

글로벌 MICE 
행사 육성

MICE 생태계
강화

253건(11년)→ 350건(18년) 
(UIA기준)

51만명(11년)→ 100만명(18년) 
(참가자수)

3,088$(11년)→ 4,500$(18년)
(1인당 소비액)

1.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

1.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

2. 선제적MICE 
유치지원
시스템 구축

3. 유니크베뉴 발굴
및 활용지원

2. 선제적MICE 
유치지원
시스템 구축

3. 유니크베뉴 발굴
및 활용지원

4. MICE  특화
관광상품 개발

5. MICE5. MICE참가자참가자
전용전용 관광관광··교통카드교통카드

도입도입

4. MICE  특화
관광상품 개발

5. MICE5. MICE참가자참가자
전용전용 관광관광··교통카드교통카드

도입도입

6. 서울대표
MICE 육성

7. 7. 국내국내 MICEMICE행사행사
국제화국제화 추진추진

6. 서울대표
MICE 육성

7. 7. 국내국내 MICEMICE행사행사
국제화국제화 추진추진

8.인력양성및고용촉진

9. MICE 인식제고

10. MICE 추진조직강화

8.인력양성및고용촉진

9. MICE 인식제고

10. MICE 추진조직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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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1. 세계적 수준의 MICE 인프라 시설 확충

2. MICE 잠재수요 발굴, 유치확대

3. MICE 부가가치 확대

4. 글로벌 MICE 행사 육성

5. MICE 생태계 강화

1. 세계적 수준의 MICE 인프라 시설 확충

2. MICE 잠재수요 발굴, 유치확대

3. MICE 부가가치 확대

4. 글로벌 MICE 행사 육성

5. MICE 생태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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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 ①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핵심사업 ①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

서울 MICE 시설현황 및 수요전망

◆ 전시․컨벤션 시설 현황 : 총면적 64,414㎡ (전시 51,377㎡ / 회의 13,037㎡)

센터명 전시,회의면적 전시면적 회의면적 비고

Coex 47,130㎡ 36,007㎡
11,123㎡

-대회의실:7,000명/ 회의실 수: 54개실
2000년 개관

SETEC 8,787㎡ 7,948㎡
839㎡

-대회의실: 300명/ 회의실 수: 4개실
1999년 개관

01. 세계적 수준의 MICE 인프라 확충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 ‘28년까지 현시설 3배 규모 필요 : 186,938 ㎡(122,524㎡ 추가 확보)

SETEC 8,787㎡ 7,948㎡
839㎡

-대회의실: 300명/ 회의실 수: 4개실
1999년 개관

aT센터 8,497㎡ 7,422㎡
1,075㎡

-대회의실:400명/ 회의실수: 6개실
2002년 개관

연도 현황(㎡) 수요(㎡) 과부족(㎡)

2013 64,414 77,978 -13,564

2018 64,414 104,960 -40,546

2028 64,414 186,938 -122,524

자료 :13년 서울시 MICE시설 공급 및 수요예측 조사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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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현재
1단계

(도심권역)
2단계

(동남권역)
3단계

(서남권역)

2018년

인프라 시설 확충계획 : 수요증대에 따른 단계별 공급 확대

01. 세계적 수준의 MICE 인프라 확충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핵심사업 ①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핵심사업 ①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

2020년

1단계
(도심권역)

2단계
(동남권역)

3단계
(서남권역)

전용면적
(순증가)

64,00064,000㎡㎡ 103,000103,000㎡㎡
(39,000↑)(39,000↑)

186,000186,000㎡㎡
(83,000↑)(83,000↑)

--

확충계획

- Coex 47,000㎡

- SETEC 9,000㎡

- aT센터 8,000㎡

- DDP 7,000㎡↑
-서울역북부

32,000㎡~40,000㎡↑
- 삼성, 잠실 83,000㎡↑

- 마곡
- 입주기업을 위한
호텔,컨벤션 등 MICE 
관련 시설 설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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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 부지 65,232m2, 총면적 85,320m2(지하 3층, 지상 4층)

• 회의장 면적 : 6,883㎡ (연회장, 오픈스튜디오, 아카데미홀 등)

• 개관시기 : ’14년 3월

◆ 서울역 북부 컨벤션센터
• 사업시행자 : 코레일 (당초 사업기간 : ’09.1~’17)
• 도시계획 : 3종 일반주거/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 대지면적 28,083㎡, 건축면적 20,547㎡

• 계획용도 : MICE 중심 복합시설-컨벤션, 문화, 호텔, 업무, 판매 복합시설

• 추진경위

- ’08. 11   : MOU 체결(서울시-코레일-문화체육관광부)

- ’10.  9   : 지구단위계획 주민열람 공고

- ’10. 12 ~: 교통영향평가 진행중

1단계 : 도심권역 DDP+서울역 북부+도심호텔, 통합 브랜딩(2018년 목표)

01. 세계적 수준의 MICE 인프라 확충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핵심사업 ①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핵심사업 ①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

◆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 부지 65,232m2, 총면적 85,320m2(지하 3층, 지상 4층)

• 회의장 면적 : 6,883㎡ (연회장, 오픈스튜디오, 아카데미홀 등)

• 개관시기 : ’14년 3월

◆ 서울역 북부 컨벤션센터
• 사업시행자 : 코레일 (당초 사업기간 : ’09.1~’17)
• 도시계획 : 3종 일반주거/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 대지면적 28,083㎡, 건축면적 20,547㎡

• 계획용도 : MICE 중심 복합시설-컨벤션, 문화, 호텔, 업무, 판매 복합시설

• 추진경위

- ’08. 11   : MOU 체결(서울시-코레일-문화체육관광부)

- ’10.  9   : 지구단위계획 주민열람 공고

- ’10. 12 ~: 교통영향평가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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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계적 수준의 MICE 인프라 확충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핵심사업 ①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핵심사업 ①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

◆ 가칭) Seoul Central MICE District 브랜딩
• 도심 컨벤션, 숙박, 관광쇼핑자원을 연계하는 지역브랜드

• 서울역북부컨벤션센터+DDP+15개 6,500실 특급호텔

+명동·동대문ㆍ청계천 등 관광쇼핑 자원 통합

◆ 통합브랜딩 컨셉(안) – 시설별 차별화
• 서울역 북부 컨벤션센터 : 대형 국제회의, 기업회의 위주의 행사

• 특급호텔(15개, 6,500실) : 숙박, 소규모회의, 연회 및 부대행사 개최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독특한 건축구조를 활용한 특별행사 개최공간

• 명동ㆍ동대문ㆍ청계천ㆍ고궁 : MICE 참가자 관광쇼핑 장소

- 뉴욕 NY5000 : 맨하탄 중심 3개의 컨벤션 호텔이 제공하는

5천여개 객실을 의미하는 통합 MICE 브랜드

- 파리 Viparis : 파리인근 10개 전시컨벤션 시설 통합 브랜드

해외사례

◆ 가칭) Seoul Central MICE District 브랜딩
• 도심 컨벤션, 숙박, 관광쇼핑자원을 연계하는 지역브랜드

• 서울역북부컨벤션센터+DDP+15개 6,500실 특급호텔

+명동·동대문ㆍ청계천 등 관광쇼핑 자원 통합

◆ 통합브랜딩 컨셉(안) – 시설별 차별화
• 서울역 북부 컨벤션센터 : 대형 국제회의, 기업회의 위주의 행사

• 특급호텔(15개, 6,500실) : 숙박, 소규모회의, 연회 및 부대행사 개최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독특한 건축구조를 활용한 특별행사 개최공간

• 명동ㆍ동대문ㆍ청계천ㆍ고궁 : MICE 참가자 관광쇼핑 장소

- 뉴욕 NY5000 : 맨하탄 중심 3개의 컨벤션 호텔이 제공하는

5천여개 객실을 의미하는 통합 MICE 브랜드

- 파리 Viparis : 파리인근 10개 전시컨벤션 시설 통합 브랜드

(가칭) Seoul Central MICE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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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계적 수준의 MICE 인프라 확충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핵심사업 ①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핵심사업 ①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

2단계 : 동남권 한전부지+한국감정원+서울의료원/잠실종합운동장(2020년목표)

u 한전+한국감정원+서울의료원 : 국제회의, 국제전시 중심의 MICE 복합단지

• 부지현황 : 강남구 영동대로 411번지 일원 121,988㎡

• 추진경과

- ‘13.5 ~ ‘14.5 :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중

• 향후계획 :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구분 한국전력공사 서울의료원 한국감정원

용도 지역 일반상업 제3종일반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 부지현황 : 강남구 영동대로 411번지 일원 121,988㎡

• 추진경과

- ‘13.5 ~ ‘14.5 :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중

• 향후계획 :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용도 지역 일반상업 제3종일반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면적 79,342㎡ 31,657㎡ 10,989㎡

활용 현황 ’15년내 매각예정 강남분원으로 임시 활용 중
삼성생명에 매각
(‘13년 이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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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계적 수준의 MICE 인프라 확충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핵심사업 ①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핵심사업 ①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

u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 체육 ▪ 문화 ▪ MICE 복합단지

• 부지현황 :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414,205㎡ (자연녹지지역)

- 잠실주경기장, 잠실실내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 추진경과 :

- ‘07.12 ~ ’11.7 : 한호건설 민간제안사업 검토결과 경제성 미흡으로 미추진

- ‘13. 5 ~ ’14.5 :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중

• 향후계획 : 계획 확정 후 민자유치 등 사업추진 검토

• 부지현황 :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414,205㎡ (자연녹지지역)

- 잠실주경기장, 잠실실내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 추진경과 :

- ‘07.12 ~ ’11.7 : 한호건설 민간제안사업 검토결과 경제성 미흡으로 미추진

- ‘13. 5 ~ ’14.5 :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중

• 향후계획 : 계획 확정 후 민자유치 등 사업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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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계적 수준의 MICE 인프라 확충

핵심사업 ①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핵심사업 ①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

u SETEC : 복합 MICE 시설 재건축 검토

-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 SBA에서 운영중

•• 부지현황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14번지

- 대지면적 34,600㎡ / 건축연면적 15,630㎡(3개 전시실, 4개 회의실)

※ 전시․컨벤션시설 면적 : 8,787㎡ (전시 7,948㎡ , 회의 839㎡)

- 2층 판넬 구조의 가건물로 재건축 등 필요성 부각

•• 추진경과 : MICE 컴플렉스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중

- ‘13. 3 ~ ‘13. 12 : SETEC MICE 컴플렉스 용역 추진 중 (경제정책과 / SBA)

• 향후계획 :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검토

- 서울역북부센터 등 대체 전시시설 확보 후 SETEC 재건축 추진 검토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 부지현황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514번지

- 대지면적 34,600㎡ / 건축연면적 15,630㎡(3개 전시실, 4개 회의실)

※ 전시․컨벤션시설 면적 : 8,787㎡ (전시 7,948㎡ , 회의 839㎡)

- 2층 판넬 구조의 가건물로 재건축 등 필요성 부각

•• 추진경과 : MICE 컴플렉스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중

- ‘13. 3 ~ ‘13. 12 : SETEC MICE 컴플렉스 용역 추진 중 (경제정책과 / SBA)

• 향후계획 : 영동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검토

- 서울역북부센터 등 대체 전시시설 확보 후 SETEC 재건축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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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계적 수준의 MICE 인프라 확충

핵심사업 ①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핵심사업 ①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

3단계 : 서남권 마곡지구내 호텔, 회의장 등 MICE 관련 시설 유도

◆ 사업개요 (주관부서:마곡사업추진단/SH공사)

• 위치 :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원

• 면적 : 3,665,086㎡

• 기반공사 : ’09.9월~’14.12월

◆◆ 특별계획구역 : 121,963㎡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 권장시설 : 업무시설, 호텔, 회의장, 문화시설 등

◆◆ 향후계획

• 첨단 R&D 산업단지로서 마곡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호텔, 회의장 등 MICE 시설 유도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 사업개요 (주관부서:마곡사업추진단/SH공사)

• 위치 :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원

• 면적 : 3,665,086㎡

• 기반공사 : ’09.9월~’14.12월

◆◆ 특별계획구역 : 121,963㎡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 권장시설 : 업무시설, 호텔, 회의장, 문화시설 등

◆◆ 향후계획

• 첨단 R&D 산업단지로서 마곡지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호텔, 회의장 등 MICE 시설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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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계적 수준의 MICE 인프라 확충

핵심사업 ①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핵심사업 ① 전시컨벤션 시설 확충

도심권역, 동남권역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추진

◆ 추진배경 :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제도 도입 추진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 중

◆ 복합지구개념 – MICE 시설 집적화를통한 유치 • 개최촉진및 부가가치 창출

• 회의시설, 숙박, 쇼핑시설 등 MICE 관련시설 집적화

• 개발부담금, 지방세 감면,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 검토대상 : 서울역 북부 컨벤션센터 등 도심권역, 한전부지, 잠실 등 동남권역

◆ 추진방법 : 법령개정시 진흥계획 수립 및 승인, 복합지구 지정, 민간투자 유도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 추진배경 : 정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제도 도입 추진

•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 중

◆ 복합지구개념 – MICE 시설 집적화를통한 유치 • 개최촉진및 부가가치 창출

• 회의시설, 숙박, 쇼핑시설 등 MICE 관련시설 집적화

• 개발부담금, 지방세 감면,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 검토대상 : 서울역 북부 컨벤션센터 등 도심권역, 한전부지, 잠실 등 동남권역

◆ 추진방법 : 법령개정시 진흥계획 수립 및 승인, 복합지구 지정, 민간투자 유도

문체부 승인및
복합지구지정

(‘14)

문체부 승인및
복합지구지정

(‘14)

인센티브부여로
민간투자유도

(‘15~)

인센티브부여로
민간투자유도

(‘15~)

정부 법령개정
(’13)

정부 법령개정
(’13)

서울시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 수립

(‘14)

서울시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 수립

(‘14)

25



02. MICE 잠재수요 발굴 유치 확대

핵심사업 ② 선제적 MICE 유치지원 시스템 구축핵심사업 ② 선제적 MICE 유치지원 시스템 구축

수동적 기다리는 마케팅 능동적 찾아가는 마케팅

개최지원 중심
MICE 유치 프로세스에 따라
단계별, 타겟별 맞춤형 지원

정보의 미공유
바이어 정보 DB 구축, 

MICE 산업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정보의 미공유
바이어 정보 DB 구축, 

MICE 산업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

잠재수요 발굴 유치마케팅 개최지원 DB구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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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MICE 잠재수요 발굴 유치 확대

핵심사업 ② 선제적 MICE 유치지원 시스템 구축핵심사업 ② 선제적 MICE 유치지원 시스템 구축

잠재수요 발굴 및 유치마케팅 강화

◆ 국제DB를 통한 유치가능성 높은 국제회의 발굴 : 276건
• 국제회의 ICCA DB  14,000건 중 500명 이상 규모이며‘00 이후 한국 미개최 회의
• 국제회의 대상 국내학회, 협회 연계 적극적 유치지원

◆ 해외 글로벌 기업 국내지사 활용 유치대상 발굴 : 332개사 (서울소재 외투기업 7,903개사)

• Forbes, Fortune 1,000개 기업 중 국내진출기업, 국내 글로벌 기업 해외지사 등 활용
•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대상 유치지원 설명회, 팸투어, 기업마케팅 지원

◆ 해외 현지 여행사와 공동마케팅
• 중국국제여행사(CITS), 일본 JTB, 태국 Destination Asia 등 주요 현지여행사 대상
• 바이어 초청 공동설명회, 공동 프로모션 등 MICE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 협력사업 추진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 국제DB를 통한 유치가능성 높은 국제회의 발굴 : 276건
• 국제회의 ICCA DB  14,000건 중 500명 이상 규모이며‘00 이후 한국 미개최 회의
• 국제회의 대상 국내학회, 협회 연계 적극적 유치지원

◆ 해외 글로벌 기업 국내지사 활용 유치대상 발굴 : 332개사 (서울소재 외투기업 7,903개사)

• Forbes, Fortune 1,000개 기업 중 국내진출기업, 국내 글로벌 기업 해외지사 등 활용
•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 대상 유치지원 설명회, 팸투어, 기업마케팅 지원

◆ 해외 현지 여행사와 공동마케팅
• 중국국제여행사(CITS), 일본 JTB, 태국 Destination Asia 등 주요 현지여행사 대상
• 바이어 초청 공동설명회, 공동 프로모션 등 MICE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 협력사업 추진

2014 2015 2016 2017 2018

국제회의
신규유치

50건 70건 90건 110건 130건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신규유치
40건 60건 80건 100건 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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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MICE 설명회 개최 및 박람회 참가 확대

• 기존 아시아 중심에서 유럽(‘14), 미국, 남미(‘16), 중동(‘18)으로 확대

해외
박람회 IT&CM CIBTM IT&CMA ITB Asia AIME IMEX EIBTM

IMEX 
America GIBTM

구
분

지
역 중국 상하이 중국 베이징 태국 방콕 싱가포르 호주 멜버른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국 중동

참
가

기존 참가 MICE 박람회 ‘16 참가 ‘18 참가

02. MICE 잠재수요 발굴 유치 확대

핵심사업 ② 선제적 MICE 유치지원 시스템 구축핵심사업 ② 선제적 MICE 유치지원 시스템 구축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참
가

기존 참가 MICE 박람회 ‘16 참가 ‘18 참가

◆ KTO 및 민간기업 해외지사 활용 공동 마케팅 강화

• KTO : 18개국 31개 지사 / KOTRA : 81개국 119개 해외 무역관 활용
• 정보 공유, 민간기업 해외 전시회 공동 프로모션, 바이어 초청 서울 팸투어 등

2014 2015 2016 2017 2018

해외 설명회
3회

(아시아2/유럽1)
4회

(아시아3/유럽1)
5회

(아시아3/유럽1/미주1)
5회

(아시아3/유럽1/미주1)
5회

(아시아3/유럽1/미국1)

해외 박람회 7회 7회 8회(미주추가) 8회 9회(중동추가)

KTO/KOTRA
민간기업 협력

2회 4회 4회 6회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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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제도 운영 : 지원금 규모는 현행 유지하되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국제회의 : 참가자수 기준으로 차등지원, 주기적 개최시 인센티브 부여

• 지원대상 : 외국인 참가자 50명 이상, 개최효과가 큰 국제회의

• 지원금액 : 최대 1억원 (유치, 홍보, 개최단계)

- 일본 동경의 경우 최대 2억4천만원 지원

• 지원항목 : 홍보․마케팅, 연회 및 공연, 컨벤션 시설 임대료 등

◆ 인센티브 관광, 기업회의 : 문화공연, 관광기념품 제공 등으로 만족도 제고

• 지원대상 : 서울에서 연속 2박이상 숙박, 50명 이상 단체

• 지원기준 : 최대 5천만원 상당의 현물지원 (1인당 최대 2만원)

• 지원항목 : 전통무예, 비보이 등 문화공연, 서울관광기념품·홍보물 지원 등

02. MICE 잠재수요 발굴 유치 확대

핵심사업 ② 선제적 MICE 유치지원 시스템 구축핵심사업 ② 선제적 MICE 유치지원 시스템 구축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 국제회의 : 참가자수 기준으로 차등지원, 주기적 개최시 인센티브 부여

• 지원대상 : 외국인 참가자 50명 이상, 개최효과가 큰 국제회의

• 지원금액 : 최대 1억원 (유치, 홍보, 개최단계)

- 일본 동경의 경우 최대 2억4천만원 지원

• 지원항목 : 홍보․마케팅, 연회 및 공연, 컨벤션 시설 임대료 등

◆ 인센티브 관광, 기업회의 : 문화공연, 관광기념품 제공 등으로 만족도 제고

• 지원대상 : 서울에서 연속 2박이상 숙박, 50명 이상 단체

• 지원기준 : 최대 5천만원 상당의 현물지원 (1인당 최대 2만원)

• 지원항목 : 전통무예, 비보이 등 문화공연, 서울관광기념품·홍보물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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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E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구축정보 : MICE 수요조사, 개최정보, 주관단체(기업) DB

• 주요기능 : MICE 유치발굴 대상 추출, MICE 트렌드 분석

• 추진방법 : 기존 MICE 고객관리(e-CRM) 시스템 업데이트

◆ MICE 바이어 정보 공개 : 민간의 마케팅 자료 제공

• 공개대상 : 서울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 공개내용 : MICE 바이어 정보, MICE개최 정보 등

• 공개방법 : 반기별 MICE정보 정리, 온라인 공개

MICE 정보공유 : 민간 주도의 선제적 마케팅 유도

02. MICE 잠재수요 발굴 유치 확대

핵심사업 ② 선제적 MICE 유치지원 시스템 구축핵심사업 ② 선제적 MICE 유치지원 시스템 구축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 MICE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구축정보 : MICE 수요조사, 개최정보, 주관단체(기업) DB

• 주요기능 : MICE 유치발굴 대상 추출, MICE 트렌드 분석

• 추진방법 : 기존 MICE 고객관리(e-CRM) 시스템 업데이트

◆ MICE 바이어 정보 공개 : 민간의 마케팅 자료 제공

• 공개대상 : 서울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 공개내용 : MICE 바이어 정보, MICE개최 정보 등

• 공개방법 : 반기별 MICE정보 정리, 온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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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E 행사 개최시 유니크 베뉴 선호도 증가 추세

• 미술관, 박물관, 고궁, 기념관, 역사유적 등

• 만찬, 리셉션 등 연회행사, 공연, 네트워킹 등 부대행사장으로 활용

유니크베뉴 활용도 증가 : 자국문화 홍보, 행사의 차별적 매력 제고

02. MICE 잠재수요 발굴 유치 확대

핵심사업 ③ 유니크 베뉴(Unique Venue) 발굴•활용 지원핵심사업 ③ 유니크 베뉴(Unique Venue) 발굴•활용 지원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삼청각 국립중앙박물관 라움

◆ 서울의 유니크 베뉴 현황 : 총 71개소

서울시 소유
(19개) 

서울시 외 공공기관
(13개) 

민간 소유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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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발굴 : 한강공원, 고궁, 박물관, 미술관 등

• 서울시 소유 : 반포 무지개 분수앞 등 한강, 남산골 한옥마을, 경희궁

• 타 공공기관 소유 : 예술의 전당, 구서울역 역사, 국립중앙박물관

• 민간소유 : 소마미술관, 쉼박물관, 오보코 갤러리 등

◆ 추진 방안 : 서울시에서 선도하여 타 공공기관, 민간 건물로 확산 추진

• 개방협의 및 지원 : 서울시-기관간 MOU 체결,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 협회설립 및 확산 : SMA 유니크베뉴 회원사(12개) 우선 설립 후 확대

- 해외도시의 경우, 유니크베뉴 협회 설립, 공동홍보 등 활성화 도모

: 유니크베뉴 오브 런던(78개사), 브뤼셀 스페셜 베뉴협회(30개사), 시드니 유니크베뉴 협회(60개사)

추진 계획

02. MICE 잠재수요 발굴 유치 확대

핵심사업 ③ 유니크 베뉴(Unique Venue) 발굴•활용 지원핵심사업 ③ 유니크 베뉴(Unique Venue) 발굴•활용 지원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 대상 발굴 : 한강공원, 고궁, 박물관, 미술관 등

• 서울시 소유 : 반포 무지개 분수앞 등 한강, 남산골 한옥마을, 경희궁

• 타 공공기관 소유 : 예술의 전당, 구서울역 역사, 국립중앙박물관

• 민간소유 : 소마미술관, 쉼박물관, 오보코 갤러리 등

◆ 추진 방안 : 서울시에서 선도하여 타 공공기관, 민간 건물로 확산 추진

• 개방협의 및 지원 : 서울시-기관간 MOU 체결, 홍보 마케팅 비용 지원

• 협회설립 및 확산 : SMA 유니크베뉴 회원사(12개) 우선 설립 후 확대

- 해외도시의 경우, 유니크베뉴 협회 설립, 공동홍보 등 활성화 도모

: 유니크베뉴 오브 런던(78개사), 브뤼셀 스페셜 베뉴협회(30개사), 시드니 유니크베뉴 협회(60개사)

2014 2015 2016 2017 2018

유니크 베뉴
추가발굴

20개 40개 60개 80개 100개(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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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특화 관광안내․홍보 시스템 구축

◆ MICE 특화 관광안내 •홍보시스템 구축(‘14~)

• MICE행사 주최측 안내 시스템 연계

- 홍보방법 : 본 행사 홈페이지에 특화관광 페이지 구축, 대형행사 안내서 배포 등

- 추진방법 : 국제회의, 전시회 주최 측에 참가자 관광홍보 비용 지원

◆ MICE 특화관광 지원센터 : 코엑스(’14~), 서울역북부센터(‘18~)

• 주요기능 : MICE 참가자 지원 + 관광세일즈 + 서울홍보

• 추진방법 : 코엑스, 서울역 북부 컨벤션센터와 협의

◆ MICE 특화관광 홈페이지 구축 및 모바일웹개발(‘14~)

• 주요 MICE시설 주변 관광정보 제공

03. MICE 부가가치 확대

핵심사업 ④ MICE 참가자별 맞춤형 관광상품 확대핵심사업 ④ MICE 참가자별 맞춤형 관광상품 확대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 MICE 특화 관광안내 •홍보시스템 구축(‘14~)

• MICE행사 주최측 안내 시스템 연계

- 홍보방법 : 본 행사 홈페이지에 특화관광 페이지 구축, 대형행사 안내서 배포 등

- 추진방법 : 국제회의, 전시회 주최 측에 참가자 관광홍보 비용 지원

◆ MICE 특화관광 지원센터 : 코엑스(’14~), 서울역북부센터(‘18~)

• 주요기능 : MICE 참가자 지원 + 관광세일즈 + 서울홍보

• 추진방법 : 코엑스, 서울역 북부 컨벤션센터와 협의

◆ MICE 특화관광 홈페이지 구축 및 모바일웹개발(‘14~)

• 주요 MICE시설 주변 관광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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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대상(안) : 서울․경기․인천지역 주요 산업관광지 현황 (22개소)

지역 개소 산업관광대상지

서울 9
한국영상자료원, 디지털파빌리온, SK텔레콤 홍보관 T-um, 삼성딜라이트,
LG사이언스홀, 성수동 구두골목, KBS견학홀, 상암DMC, 여의도 금융지구

무역, 산업박람회, 기업회의 참가자 : 산업시찰 코스 제공

03. MICE 부가가치 확대

핵심사업 ④ MICE 참가자별 맞춤형 관광상품 확대핵심사업 ④ MICE 참가자별 맞춤형 관광상품 확대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 추진방법 : 정례화 협의 및 상품화 지원

• 산업시찰 가능기업 조사, 정례화 상품화 협의, 홍보마케팅 지원

• SMA 내에 ‘산업관광협의회’구성, 정보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한국영상자료원, 디지털파빌리온, SK텔레콤 홍보관 T-um, 삼성딜라이트,
LG사이언스홀, 성수동 구두골목, KBS견학홀, 상암DMC, 여의도 금융지구

경기 10
기아자동차(화성), 종합촬영소(남양주), 농심(안성/안양), 삼성전자(수원), OB맥주(이천), 
아모레퍼시픽(수원), 강성원 우유목장(안성), 진로소주(이천), KBS(수원)

인천 3 영창악기, GM대우자동차(부평),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2014 2015 2016 2017 2018

산업관광지
발굴

20개소 30개소 40개소 50개소 60개소(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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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법 : 공모전,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발굴

• 공모전 개최 : 시민대상, 장소 등 포함 프로그램 공모

• 국내외 사례조사 : 다양한 팀빌딩 이벤트 행사 등 사례조사

◆ 배포계획 : MICE 업계에 배포, 프로그램 개발 시 참고자료로 활용

인센티브 관광 기획자 : 서울의 테마파티 및 팀빌딩 프로그램 정보제공

03. MICE 부가가치 확대

핵심사업 ④ MICE 참가자별 맞춤형 관광상품 확대핵심사업 ④ MICE 참가자별 맞춤형 관광상품 확대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 추진방법 : 공모전,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발굴

• 공모전 개최 : 시민대상, 장소 등 포함 프로그램 공모

• 국내외 사례조사 : 다양한 팀빌딩 이벤트 행사 등 사례조사

◆ 배포계획 : MICE 업계에 배포, 프로그램 개발 시 참고자료로 활용

2014 2015 2016 2017 2018

테마파티, 팀빌딩
프로그램 발굴

20개 40개 60개 80개 100개(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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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공기관, NGO관련 행사 참가자 : 서울시 정책 탐방코스 정보제공

◆ 한강의 기적 : 서울의 경제발전 과정 및 현장 소개

• 구로 노동자 체험관→삼성전자 딜라이트 → 청계천 → 한강디너 크루즈

◆ 지속가능한 도시 : 서울의 친환경 정책 소개

•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 난지도이야기 → 자원회수시설 → 한국지역난방공사

◆ 대중교통 도시 : 서울시의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 소개

• 서울교통정보센터(종로) → 서울메트로 차량기지(용답동) →강남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03. MICE 부가가치 확대

핵심사업 ④ MICE 참가자별 맞춤형 관광상품 확대핵심사업 ④ MICE 참가자별 맞춤형 관광상품 확대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 한강의 기적 : 서울의 경제발전 과정 및 현장 소개

• 구로 노동자 체험관→삼성전자 딜라이트 → 청계천 → 한강디너 크루즈

◆ 지속가능한 도시 : 서울의 친환경 정책 소개

•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 난지도이야기 → 자원회수시설 → 한국지역난방공사

◆ 대중교통 도시 : 서울시의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 소개

• 서울교통정보센터(종로) → 서울메트로 차량기지(용답동) →강남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울시
정책탐방코스

3개 5개 7개 9개 10개(누계)

36



◆ 카드컨셉 : MICE 참가자 특화, 관광+교통+쇼핑 시설 할인 카드

• 카드종류 : 2일, 3일, 4일, 5일 등 기간별 정액카드로 구성

• 카드혜택 : 대중교통, 식당․박물관․관광지․쇼핑 할인- 가이드북제공

예시 ) 2일권 2만원 – 대중교통 할인, 관광지 20%할인, 레스토랑 25% 할인 등

◆ 추진방법 : 카드 발급 업체와 협조 카드 발급. 서울시는 홍보마케팅(‘14~)

※참가자가 카드 사용 후,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카드 디자인 특화

◆ 카드판매 : B2B 형태로 일정 규모 이상 행사기획자에 한정 판매

• MICE 개최지원금 일정액을 카드지급으로 대체 방안 병행 추진

03. MICE 부가가치 확대

핵심사업 ⑤ MICE 참가자 전용 관광·교통카드 도입핵심사업 ⑤ MICE 참가자 전용 관광·교통카드 도입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 카드컨셉 : MICE 참가자 특화, 관광+교통+쇼핑 시설 할인 카드

• 카드종류 : 2일, 3일, 4일, 5일 등 기간별 정액카드로 구성

• 카드혜택 : 대중교통, 식당․박물관․관광지․쇼핑 할인- 가이드북제공

예시 ) 2일권 2만원 – 대중교통 할인, 관광지 20%할인, 레스토랑 25% 할인 등

◆ 추진방법 : 카드 발급 업체와 협조 카드 발급. 서울시는 홍보마케팅(‘14~)

※참가자가 카드 사용 후,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카드 디자인 특화

◆ 카드판매 : B2B 형태로 일정 규모 이상 행사기획자에 한정 판매

• MICE 개최지원금 일정액을 카드지급으로 대체 방안 병행 추진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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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보유자산의 세계적 경쟁력 감안, 한류 관련 산업 선정

•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한식, 패션, 디지털 콘텐츠 등

◆ 한류관련 컨벤션, 무역박람회, 문화이벤트가 융•복합 행사

• 컨벤션 : 한류관련 학회 포럼, 관련산업 CEO 참가 컨퍼런스, 실무자 워크숍 등

• 무역박람회 : K-pop 쇼케이스, 음반, 영화, 드라마, 게임 무역박람회

• 문화이벤트 : K-pop 콘서트, 아시아 드라마 어워즈, 게임 캐릭터 페스티벌 등

04. 글로벌 MICE 행사 육성

핵심사업 ⑥ 서울대표 MICE 육성핵심사업 ⑥ 서울대표 MICE 육성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 서울시 보유자산의 세계적 경쟁력 감안, 한류 관련 산업 선정

•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한식, 패션, 디지털 콘텐츠 등

◆ 한류관련 컨벤션, 무역박람회, 문화이벤트가 융•복합 행사

• 컨벤션 : 한류관련 학회 포럼, 관련산업 CEO 참가 컨퍼런스, 실무자 워크숍 등

• 무역박람회 : K-pop 쇼케이스, 음반, 영화, 드라마, 게임 무역박람회

• 문화이벤트 : K-pop 콘서트, 아시아 드라마 어워즈, 게임 캐릭터 페스티벌 등

사례 - 글로벌 창조산업 페스티벌(SXSW)

- 명 칭 : 글로벌 창조산업 페스티벌 (SXSW. South by Southwest)

- 기간/장소 : 매년 3월 6~7일간 / 미국 텍사스 오스틴

- 미디어 산업분야와 함께 컨퍼런스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페스티벌

(‘87년 음악축제로 시작, 음악․영화․기술분야 까지 아우르는 멀티미디어 축제로 발전)

- 효 과 : 세계 매년 30만여명 참가, 경제적 파급효과 연간 1억 9,0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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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Seoul Culture & Entertainment 박람회 개요

• 행사장소 : 월드컵 경기장, 코엑스, DDP 등

• 추진방법 :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과 공동추진위 구성

- 관련기업 : 행사기획․운영, 스폰서십 유치 등

- 서울시, KTO : 행사장소 등 행정적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 국내회의 국제화 지원사업과 연계, KTO 해외지사 활용 해외홍보

- 관련협회+PCO, PEO : 행사기획, 행사운영

• 행사기획안 마련 : 행사준비 정기포럼 운영(‘14년도)-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 연차별 확대

04. 글로벌 MICE 행사 육성

핵심사업 ⑥ 서울대표 MICE 육성핵심사업 ⑥ 서울대표 MICE 육성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 ((가칭) Seoul Culture & Entertainment 박람회 개요

• 행사장소 : 월드컵 경기장, 코엑스, DDP 등

• 추진방법 :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과 공동추진위 구성

- 관련기업 : 행사기획․운영, 스폰서십 유치 등

- 서울시, KTO : 행사장소 등 행정적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 국내회의 국제화 지원사업과 연계, KTO 해외지사 활용 해외홍보

- 관련협회+PCO, PEO : 행사기획, 행사운영

• 행사기획안 마련 : 행사준비 정기포럼 운영(‘14년도)-세미나, 워크숍 등 개최

◆ 연차별 확대

행사확대 (‘16)
- K-POP, 드라마, 

게임, 한식

행사확대(’18) 
- K-POP, 드라마, 
게임, 한식, 패션

행사기획 (‘14)
- 서울대표 MICE 

정기포럼 운영

행사개최(‘15)
- K-POP,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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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글로벌 MICE 행사 육성

핵심사업 ⑦ 국내 MICE 행사의 국제 MICE화 추진핵심사업 ⑦ 국내 MICE 행사의 국제 MICE화 추진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 추진대상 : 국내 위주로 개최되는 컨벤션·전시회 중 서울의 경쟁력 있는 행사

• 서울시 신성장 동력 산업 : IT융합, 관광․MICE, 녹색산업, 디자인패션, 디지털콘텐츠 등

• 글로벌 정책 어젠다 : Asia Value, 새로운 자본주의 모색, 친환경 도시화 등

- 사회적경제, 사회투자기금, 공유도시, 마을공동체 등

◆ 추진방법 : 대상사업 공모, 사업비 및 홍보마케팅 지원

• 추진주체 : 학회, 협회 + 관련기업 + PCO 컨소시엄 형태

• 선정기준 : 국제회의화 실현가능성(신뢰도, 참신성, 재원조달계획 등)

• 지원기준 : 매칭펀드(서울시지원 + 주최측 자비부담 + 기업협찬)

◆ 지원규모 : 3개 선정, 3년간 지원 / 3년 후 사업결과 평가, 확대추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규모 3개 3개 3개 6개 6개(누계)

◆ 추진대상 : 국내 위주로 개최되는 컨벤션·전시회 중 서울의 경쟁력 있는 행사

• 서울시 신성장 동력 산업 : IT융합, 관광․MICE, 녹색산업, 디자인패션, 디지털콘텐츠 등

• 글로벌 정책 어젠다 : Asia Value, 새로운 자본주의 모색, 친환경 도시화 등

- 사회적경제, 사회투자기금, 공유도시, 마을공동체 등

◆ 추진방법 : 대상사업 공모, 사업비 및 홍보마케팅 지원

• 추진주체 : 학회, 협회 + 관련기업 + PCO 컨소시엄 형태

• 선정기준 : 국제회의화 실현가능성(신뢰도, 참신성, 재원조달계획 등)

• 지원기준 : 매칭펀드(서울시지원 + 주최측 자비부담 + 기업협찬)

◆ 지원규모 : 3개 선정, 3년간 지원 / 3년 후 사업결과 평가,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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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 구성

‘공공’

þ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한국관광공사

þ 서울시, 서울관광마케팅㈜

05. MICE 생태계 강화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þ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한국관광공사

þ 서울시, 서울관광마케팅㈜

þ 학회, 협회

þ 민간기업

þ 전시컨벤션 시설

þ 행사기획자(PCO,PEO)

þ 호텔, 여행사 등

þ 기타 서비스 공급자

(장치,의전,운송, 통번역, 
공연 등)

‘주최자’‘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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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400여명 전문인력 배출하고 있으나, 일자리와 직접 연계 미흡

- 대학교 (2·4년제 -19개) 830여명, 대학원(5개) 220여명, 전문강좌(8개) 350여명

◆ 중간관리자 등 현직자 대상 보수교육 미흡

운영
내용

서울컨벤션서포터즈 참여
① MICE행사 지원

전문교육 이수
② 분야별 전문교육

MICE업계, 인턴쉽 및 취업지원
③ 고용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신규 인력 공급 프로세스 패키지화 (직장체험→전문교육→취업연계)

05. MICE 생태계 강화

핵심사업 ⑧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촉진핵심사업 ⑧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촉진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운영
내용

서울컨벤션서포터즈 참여
① MICE행사 지원

전문교육 이수
② 분야별 전문교육

MICE업계, 인턴쉽 및 취업지원
③ 고용지원 및 일자리 창출

운영
기관

서울관광마케팅 ㈜
운영

인력교육기관과 기업과의 매칭기관을 일원화
- 인력의 질 보장 가능

- 해당기업이 교육인력 모집 단계부터 참여, 양질의 인력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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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관리자 양성, 전문성 강화 등의 보수교육 과정 신설

• 한국MICE협회, PCO협회 등과 연계, 연40명 보수교육과정 신설

◆ MICE 참가자 전문, 관광 가이드 교육과정 신설 : 전문직 은퇴자 등 대상

현직자 대상 – 보수 교육 과정 신설․확대

05. MICE 생태계 강화

핵심사업 ⑧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촉진핵심사업 ⑧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촉진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 기획료가 인건비에 반영되지 않아 업계의 영세성 지속 : 정당한 대가 산정 기준 필요

• 정부가 국제회의기획업(PCO)의 표준요율을 제정을 추진 중(’13년 중 제정 목표)

- 서울시 국제행사 발주시 표준요율 준수, 학회·협회 등 MICE 주최자 대상 홍보

국제회의 기획업 표준 요율제 사용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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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의 중요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시민인식 강화 필요

• MICE 산업에 대한 시민인식은 MICE산업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

서울 MICE WEEK 개최 – 서울 MICE 축제의 장(’14년~)

• 개최시기 : Korea MICE Expo 연계추진 (매년 6월, 1주간)

• 행사내용 : KME서울부스 운영, 전시박람회, 국제포럼, MICE Job Fair, 부대행사 등

• 추진방법 : 한국MICE협회, 서울 MICE 얼라이언스와 공동 개최

서울개최 중요 MICE 행사 매개 홍보 – 행사소개, MICE중요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 매년 10건 내외 - 3,000명 이상 참가하는 행사 선정

• 행사장 주변 거리배너 게첨, 시내 전광판, 지하철PDP, 교통방송

05. MICE 생태계 강화

핵심사업 ⑨ 국내 MICE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핵심사업 ⑨ 국내 MICE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MICE산업의 중요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시민인식 강화 필요

• MICE 산업에 대한 시민인식은 MICE산업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

서울 MICE WEEK 개최 – 서울 MICE 축제의 장(’14년~)

• 개최시기 : Korea MICE Expo 연계추진 (매년 6월, 1주간)

• 행사내용 : KME서울부스 운영, 전시박람회, 국제포럼, MICE Job Fair, 부대행사 등

• 추진방법 : 한국MICE협회, 서울 MICE 얼라이언스와 공동 개최

서울개최 중요 MICE 행사 매개 홍보 – 행사소개, MICE중요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 매년 10건 내외 - 3,000명 이상 참가하는 행사 선정

• 행사장 주변 거리배너 게첨, 시내 전광판, 지하철PDP, 교통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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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추진 조직 체계도

• 자문위원회, 연구지원센터, MICE유치자문대사 신설

• 서울MICE 얼라이언스, 서울 컨벤션서포터즈 확대

• MICE 해외거점 마련 – 인력파견 등 단계적 추진

MICE산업 육성
자문위원회

05. MICE 생태계 강화

핵심사업 ⑩ MICE 추진조직 확대•강화핵심사업 ⑩ MICE 추진조직 확대•강화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MICE산업 연구지원센터 서 울 특 별 시
(관광사업과)

MICE산업 육성
자문위원회

MICE  명예홍보대사단

MICE 해외거점
(KTO/KOTRA)

서울 MICE 
얼라이언스

서울
컨벤션서포터즈

서울관광마케팅㈜
(MICE 뷰로)

45



◆ 자문위원회 : 교수, 학회․협회 대표, 기업대표, 연구원 등 20~30명 내외 구성

◆ 산업연구지원센터 : 서울연구원내 설치, MICE산업통계분석 등기초연구, 사업개발 및효과분석 등

◆ MICE 명예홍보 대사단 : 20여명(학회․협회대표, 국내 해외지사장 등 글로벌 기업 대표 등)

◆ SMA 조직강화 : MICE업계 중심 → 범 MICE민간 조직으로 확대개편

• ‘11.6월 공식출범, 9개분야 113개사 가입 운영중

- 컨벤션센터(2), 호텔(25), 연회시설(12), PCO(11), 여행사(32), 공연, 운수․MICE서비스(29개),

쇼핑․관광(2)

• 서울 MICE 확대개편 – 5개 협의체로 확대

05. MICE 생태계 강화

핵심사업 ⑩ MICE 추진조직 확대•강화핵심사업 ⑩ MICE 추진조직 확대•강화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 자문위원회 : 교수, 학회․협회 대표, 기업대표, 연구원 등 20~30명 내외 구성

◆ 산업연구지원센터 : 서울연구원내 설치, MICE산업통계분석 등기초연구, 사업개발 및효과분석 등

◆ MICE 명예홍보 대사단 : 20여명(학회․협회대표, 국내 해외지사장 등 글로벌 기업 대표 등)

◆ SMA 조직강화 : MICE업계 중심 → 범 MICE민간 조직으로 확대개편

• ‘11.6월 공식출범, 9개분야 113개사 가입 운영중

- 컨벤션센터(2), 호텔(25), 연회시설(12), PCO(11), 여행사(32), 공연, 운수․MICE서비스(29개),

쇼핑․관광(2)

• 서울 MICE 확대개편 – 5개 협의체로 확대

SMA

총괄 운영협의회

MICE 유치

컨벤션센터,
호텔,PCO,

여행사

MICE 지원

장비,공연,운송,번역,
음향,PT업체

MICE 주최자

학회•협회
포상관광 기업
전시주최자

유니크베뉴

고궁,공원,박물관,
한강,삼청각 등

관광•쇼핑

면세점,관광지,
기념품점,
음식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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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현황 : MICE뷰로 1개팀 정규직 7명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과다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및 숙련도 저하
• 실무중심 인원으로 구성, 정책기획 능력 부족

◆ 조직확대 계획 - MICE뷰로를 본부급으로 상향, 연차별 팀 세분화 (전문성강화)
• 정규직 중심으로 확대, 해외사무소 파견(북경 등) 파견 등

STO MICE 뷰로 조직확대 (14년부터 시행, 연차별 확대)

5. MICE 생태계 강화

핵심사업 ⑩ MICE 추진조직 확대•강화핵심사업 ⑩ MICE 추진조직 확대•강화

IV. 5대 정책과제 10대 핵심사업

◆ 조직현황 : MICE뷰로 1개팀 정규직 7명

•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과다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및 숙련도 저하
• 실무중심 인원으로 구성, 정책기획 능력 부족

◆ 조직확대 계획 - MICE뷰로를 본부급으로 상향, 연차별 팀 세분화 (전문성강화)
• 정규직 중심으로 확대, 해외사무소 파견(북경 등) 파견 등

2013 현재 2015 2016

1팀 7명 3팀 16명 4팀 20명

MICE뷰로
- MICE팀

MICE본부
-MICE기획팀
-MICE운영팀
-MICE홍보팀

MICE본부
-MICE기획팀
-MICE운영팀
-MICE홍보팀
- 해외사무소

2014

2팀 12명

MICE본부
-MICE기획팀
-MICE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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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Ⅴ. 연차별연차별 투자계획투자계획 및및 향후일정향후일정



연차별 투자계획(안) (단위 : 백만원)

V. 연차별 투자계획 및 향후 일정

과제/사업명 2013 2014 2015 2016 2018

합계 4,459 6,210 9,500 11,500 14,500

1. MICE 인프라
확충

- - - - -

2. MICE 잠재수요
발굴•유치 확대

3,830 4,230 5,400 6,000 7,000

3. MICE 부가가치
확대

- 160 1,550 2,100 2,800

향후 일정

◆‘13. 10 ∼ 12 : 사업단위별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14.  1  ∼ : 연차별 사업시행

※ MICE 인프라 시설 확충 및 사업비 별도

3. MICE 부가가치
확대

- 160 1,550 2,100 2,800

4. 글로벌
MICE행사 육성

- 470 1,200 1,600 2,300

5. MICE산업
생태계 강화

629 1,350 1,350 1,800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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