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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의 정읭읭의와 산업현황



Definition of Meetings

UNWTO Recommended 

Definition of Meeting Industry

From the report of  

“Measuring the Economic Importance of Meeting Industry” 

co-published by

Meetings

A series of participants’ gathering to have 
following common purposes including

- Business management

- Idea Exchange

- Education

- Discussion 

On Professional, Scientific and Business Issues 

> Min 10 participants
> Min 4hrs or half day 



Types of Meeting

산업적 측면

• Trade Fair / Exhibitions

• Congress / Convention

• Conference / Seminar

• Incentive activities

주최자 측면

Congress & 
Conference

Corporate 
Meeting

Public  Conference/
Lecture

Governmental 
Conference

Convention

Scientific Congress

General Assembly

• Forum
• Colloquium
• Seminar
• Symposium 



한국의 MICE산업의 정의

Meeting

Conference for exchange of ideas, 
discussion, information exchange, and the 
formation of social networks

Domestic
Less than 10 foreigner
More than 4 hours

Intl.
More than 10 foreigner
More than 4 hours

Incentive

Reward tour and conference for reward 
and motivation on the performance of the 
members

Intl.
More than 10 foreigner
More than 1 night

Convention

Exchange of ideas, discussion, information 
exchange, and the formation of social 
networks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UIA
(Bigger than Meeting and international 
nature)

Exhibition

All sorts of exhibitions to sales, PR, and 
marketing activities for distributors, 
traders, consumers, and the general public 

Domestic
Less than 100 foreign 
buyer to registered
More than 1 day 

Intl.
More than 100 foreign 
buyer to registered
More than 1 day 

•Meeting specification to KTO(Korea Tourism Organization) 



한국의 MICE산업 주요기구

한국의 주요 MICE 기관

한국마이스협회
(Korea MICE Association)

한국PCO협회
(Korea PCO Association)

한국전시산업진흥원
(Association of Korea 

Exhibition Industry

한국전시주최자협회
(Korea Exhibition 

Organizers
Association)

회의산업 전시산업

감독기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ain.jsp


MICE의 생태계

• MICE산업 공급체계

• 정부/공공기관

• 기업

• 비기업 단체

(협회/학회 포함)

• PCO/PEO 전문대행사

• Venue 

• 전문MICE서비스업체

대행사/

전문

서비스업체

후원사/

협력사

주최

(회의/전시)

• 정부/공공기관

• 기업

• 언론 등



Venue

Meeting Venues

Congress Hall Hotel & Resort
With meeting facilities

University Others



참가자

전시자

동반자

MICE  참가자

바이어/방문객

MICE 참가자

By purpose

외국인 참가자

내국인 참가자

비 참가자

By geography



MICE산업의 발전

Tourism

Service

Marketing

Consultation

Segmentation

Specialization

Hybridization

Convergence



MICE산업의 산업적 위치

Service 

Organizer

Event 

Marketer

Service 

Supplier

Event 

Operator

Tourism Marketing

Consultant

Supplier



MICE산업의 연관산업과의 상호작용

ㅡㅑㅊㄸMeeting

엔터테인먼트

광고/홍보

마케팅관광 MICE

엔터테인먼트

마케팅관광



MICE산업의 주요서비스

주요

서비스

Public
Institution

PCO

Corporate

DMC
Production

Meeting &
Event

AM&C

DMC: Destination Management Company
PCO: Professional Convention/Congress Organizer
PEO: 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
AM&C: Association Management and Consulting

PEO



기업 대상 MICE서비스

• 기업대상 주요 MICE서비스

▪ Strategic Meeting Management / Consolidation

▪ Venue Sourcing

▪ Meeting Planning

▪ Creative Events & AV Production

▪ Content & Registration Technologies

▪ Incentive Travel

▪ Destination Management (DMC)

▪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mes



비기업단체(협회∙학회∙정부)

• 비기업단체(협회∙학회∙정부)대상 주요 MICE 서비스

▪ Strategic Consulting/Review

▪ Association Management (AMC)

▪ Marketing & Communication

▪ Educational and Learning Programmes

▪ Professional Congress Organization

▪ Exhibition Management

▪ Registration Technologies

▪ Public Affairs



MICE분야 주요언론



MICE분야 주요기구



MICE/관광산업의 글로벌 트렌드
(Sourced from SoolNua Document)



EXPLORING COMPETITIVE ADVANTAGE FOR 2nd TIER MICE 
DESTINATIONS

PATRICK M DELANEY, Sool Nua

Based ON

INTERNATIONAL DESTINATION COMPETITIVENESS FORUM, Goyang Destination Week, 2018



THERE IS NO MORE B2B OR B2C

IT’S

H2H

HUMAN TO HUMAN



글로벌 환경의 변화

• No welcome message

• Difficult to get a visa

• More regulations

• More tax and tariffs

1. CLOSURE & ISOLATION



글로벌 환경의 변화



글로벌 환경의 변화

1. Over Tourism



글로벌 환경의 변화

1. Over Tourism

• Barcelona

• Thailand

• Venice

• Great Wall China

• Amsterdam

• Paris Mona Lisa

• Iceland



글로벌 환경의 변화

1. 한국의 Over Tourism



Festivalization | CONVERGENCE

• Multidisciplinary programming from business and culture

▪ SXSW (South By Southwest)

▪ C2, Montreal, Melbourne, Australia

▪ Web Summit, Lisbon, Portugal 

• Mixing of personal and professional interest of attendees & Co-locating of sector 

meetings 

▪ London Technology Week 

▪ Consumer Electronic Show in Las Vegas, USA

▪ TED Vancouver, Canada



Festivalization | CONVERGENCE

▪ SXSW (South By Southwest)



Festivalization | CONVERGENCE

▪ C2 Event (Montreal)



Festivalization | CONVERGENCE

• Co-locating Sector Meeting (Singapore)



Millennial들의 세상!!

VS



Millennial들의 세상!!

• Millennials의 특징

▪ 고도의 상호 협력적인 작업환경 선호

▪ 많은 피드백

▪ 목적성 있는 작업

▪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

▪ 질문에 대한 답을 사전이 아닌 인터넷에서 구함

▪ 명확한 진로를 갖고 싶어함



왜 MICE 산업인가? 



MICE산업의 중요성

The Meetings 
Industry

Business 
Events

Meetings & Events

C & I SECTOR
(CONFERENCE & INC

ENTIVE)

MICE
Meetings | Incentives |  
Conferences | Events |   

Exhibitions

높은
생산성과
파급효과



MICE산업의 중요성

목 적 지 명 성 및 브 랜 드 제 고

V i s i t o r  E c o n o m y
M I C E 를 통 한 지 식 및 전 문 성

제 고

목 적 지 삶 의 질 향 상 에 기 여

M I C E  G R O W S  L E I S U R E



MICE목적지 섵선택에 있어 조건의 변화



MICE목적지 선택의 기준

접근성

목 적 지 의 기 반 시 설 가 치

APPEAL

안전

재 정 지 원M I C E 기 반 시 설



MICE 목적지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신규 필수 요소



지적자산 (Intellectual Capitals)

▪ 도시 별 전문분야 설정

▪ 적절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광고/참여 캠페인

▪ 사전 및 사후 컨벤션 투어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 자료 작성

▪ 조사된 전문분야에 맞는 앰버서더 프로그램 개발



지적자산 (Intellectual Capitals) 활용의 예

• 런던(London), 더블린(Dublin)이 아닌 벨페스트(Belfast)

▪ 사이버 보안 분야 떠오르는 시장 선도도시

▪ 벨페스트 퀸스대학은 Secure Information Tech.의 고향

▪ 도시 내 관련 선도 기업들(Alert logic, Repknight, Proof Point, Rapid 7 등) 이 창업 또는 이전

▪ 세계사이버보안기술연구 서밋 (The World Cyber Security Research Summit and OWASP (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 컨퍼런스 개최



지적자산 (Intellectual Capitals) 활용의 예

• 토론토(Toronto)가 아닌 핼리팩스 (Halipax)

▪ St. Marys and Dalhousie Universities – 뇌검색/MRI와 같은 생자기장연구기술분야의 세계적 수도

▪ Siemens, Hitachi, Fujitsu와 같은 기업들이 연구시설을 설립하고 9,000여 일자리 창출

▪ 매년 생자기장 관련 컨퍼런스 개최



‘음식중심’ 관습의 파괴

• 모든 형태의 행사들 (특히, 커피 및 티 브레이크)의 테마화

• 식이요법 범위의 파괴 (채식주의자, 종교적 이유에 따른 식이요법 등의 다양화)

• 건강식의 재조명

• 식자재 출처의 중요성 강조 (예, 할랄)

• 가공식품

• 음식의 장인



ICCA AMP



ICCA AMP



ICCA



문화

• 정통의

• 나에겐 이국적이지만 너에겐 일상인 것들

• 인센티브 유치의 결정적 유치요소

• 가장 넓은 범위의 정의

• 시각적이고 , INSTAGRAMABLE!

• 가공 / 장인

• 쇼핑





CVB as DMO



DMO (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Destination Marketing is a proactive, strategic,

visitor-centered approach to the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of a destination, which balances

and integrates the interests of visitors, service

providers, and the community.



Definition of CVB

• CVB(Convention & Visitor’s Bureau) is primary type of 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DMO to enforce Convention and leisure tourism 

in local government level

• Every functions of CVB are about ‘Sell the city”



CVB/DMO/DMMO

• DMO change in scope of role

• 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to Destination Marketing and 

Management Organization

• Part of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 Broadcast to engagement

• Responsible for Internal & external partnerships



“MANY GLOBAL CONVENTION BUREAUS ARE  

EXPANDING BEYOND THE ROLE OF BROKERS OF BEDS 

AND MEETING SPACE TO BROKER’S INNOVATION.”

- Rafat Ali Skift



CVB의 주요기능

• 기능적 측면

CVB VS

마케팅 & 세일즈

기획과 상품개발



CVB의 주요기능

• 목적지 마케팅과 목적지 개발과의 차이

목적지
마케팅

목적지 개발DMOs

지역사회

마케팅 파트너쉽

기획과 규정

지역샆사회

지방정부

투자자



한국의 CVBs

NTO 광역 도단위 기초지자체

KTO

▪ 서울 • 경기도 • 곻고양시

▪ 인천 • 강원도 • 경주시

▪ 대전 • 경상남도 • 수원시

▪ 대구 • 제주도 • 청송군

▪ 광주 • 전라북도 • (전주)

▪ 부산 • 경상북도

▪ 울산 • 전라남도



한국의 CVBs 현황

CVB

Phase Ⅰ
유치단계

Phase Ⅲ
사후단계

Phase Ⅱ
운영단계

• 협회주최자 주최 MICE 중심

• 국제적 (UIA, ICCA 등) MICE 중심 및 선호

• 빈약한 고객데이터 및 네트워크

• 지방정부로 부터의 행정지원 위주

• 수동적 지원시스템

• 재정적 지원에 의존

• 지방정부에 종속적 의사결정 구조

• NTO’s ROI에 의존, 자체적 ROI체계 없음

• 고객관리를 위한 CRM의 부재

• Communication is the key

<기능적 측면>



한국의 CVBs 현황

<운영적 측면>

CVB

• 불안정한 재정구조 (일부 국비를 제외한 재정을 지방정부
에 의존)

• 적은 규모의 조직

• 국내 CVB들간 심한 경쟁

• 지방 정부내 조직으로서 CVB의 위상 문제



MICE를 통한 Destination 발전 전략



Destination Next

Opportunities

#1: Engagement

Interacting with and leveraging the 

new marketplace

#2: Brand Building

Growing and sustaining the destination 

brand

#3: New Business Model

Evaluating and evolving the DMO 

business model

Sourced from 



Destination Next

Destination 
Strength

Air Access

Brand

Destination 

Performance

Attractions & 

EntertainmentEvents

Convention & 

MICE Facilities

Accommodation

Communication & 

Internet 

Infrastructure

Ground 

Transportation

Destination Strength Variables

Sourced from 



Integrated Strategic Plan for MICE

Vision

Mission

Goals

KPIs

Strategies

Tactics

Stakeholder 
Engagement

Bureau 
Delivery

Sourced from 



기본 전략

1. MICE는 Human to Human의 네트워크 비즈니스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When People Come Together, Magic is Happens.”

2. 관광과 MICE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각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

3. MICE 산업을 단순 ‘방문객(Visitors) 유치 수단이 아닌 지역의 경제적 발전
수단으로 활용

4. 지역사회의 지원과 참여를 반드시 보장

5. 지역이 보유한 MICE관련 자원을 파악하고 Cluster하려는 노력이
필요

5. 행사 주최자에 대한 One-stop shop이자 지역 MICE platform으로
서의 DMO 육성



1. MICE는 Human to Human의 네트워크 비즈니스



2. 관광과 MICE의 차이를 이해

여행관련 업체 경험함 경험하지 못암

구분 관광 MICE

참가자 관광객 전문가/경제인

참가자 의도 재미/자기만족 비즈니스/네트워킹/교육

방문목적 레저 업무관련

고객 요구사항 가격 흥정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제품

바이어 관광 도매상/여행사 국제회의 기획자/AMC/전시기획자

바이어의 동기유발요소 가격 및 커미션 성공적인 행사/수익이 나는 전시

결정 요소 목적지의 매력도 시설/비즈니스 링크/시장의 이슈

바이어 서비스 요구사항 예약서비스/여행일정 숙박/등록/이벤트 운영서비스

배포 채널 여행사/여행 도매상/글로벌 도메인 서비스 (GDS) 기업 및 협단체의 본사/AMC/전시대행사

공급망 호스피탈리타 산업 PCO/DMC/Venue/MICE서비스 공급업체들

시장 접근 광고/마케팅/패키지 직접 세일즈

사업 확보 전략적/마케팅 중심 전술적/세일즈 중심

그룹 규모 개별 또는 작은 규모의 그룹 300-10,000참가자

주요 경제적 파급효과 직접 소비 무역 및 투자



2. 관광과 MICE의 차이를 이해



3. 지역의 경제발전 수단으로서의 MICE 활용



3. 지역의 경제발전 수단으로서의 MICE 활용

‘MICE행사를 유치하는다는 것은 단순히 호텔 객실을 넘어서, 목적지의 지식과 창조 경제를

수립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지역의 혁신, 상품 및 전문성
에 대한 쇼케이스

미디어의 호의
적 관심 창출

지역의 전문가 및 학생들에
대한 지식 전이 기회제공

지식

투자

플랫폼

프로필

수출

네트워크

접근성

신기술 및 새로운 아이디
어에 대한 용이한 접근

바이어와 공급자들을
유입

보는 것이, 믿는 것

비즈니스 연락망, 무
역 및 연구관련 연결
고리를 제공

업계 리더

지도자

기업들

투자자들

중점대상

http://www.google.com.au/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docid=ISx0E9VOsH4xDM&tbnid=dQRzBUaR3IqdGM:&ved=0CAUQjRw&url=http://mader.com.au/export-vehicles&ei=luMIU6yWAqyU0QXVg4D4BA&bvm=bv.61725948,d.d2k&psig=AFQjCNHG2eU4f-gTq7FJZBMACcNTbN1cJQ&ust=1393177796254784


4. 지역사회의 지원과 참여를 보장

Sourced from
Gaining Edge



5. MICE자원의 집적(Cluster)화

지역산업발전

지역내 지적 자산의 MICE집적(Cluster)화

지역 고유의 MICE 주최-공급 생태계 조성

MICE를 통한 지역-Venue-지역산업계간 선순환 구조 창출

지역 개최 행사 연계 비즈니스 창출 및 전문성 강화



6. CVB/DMO/DMMO

• Functional + Value Created Platform



CVB/DMO/DMMO

• Functional + Value Created Platform



CVB/DMO/DMMO

• Functional + Value Created Platform

Event 

Organizer

Local 

Community

MICE 

Supplier

Venue

MICE 
Alliance

Sustaina
-billity

CV
B

ROI/

Local 
Statistic

s

Intl. 
Standard

MICE 
Service 

MICE

Facilitator

Destination 
Development

As 
MICE Destin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