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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에 답하다

기업회의 +
인센티브 관광 목적

외국인 참가자

국제회의 개최 세계 2위

인센티브 방문객

방한 만족도

92.2%
MICE 목적지로
한국 추천 의사 있음 (평점 4.25)

87.7%
MICE 목적지로 
한국 추천 의사 있음 (평점 4.24)

기업회의 방문객

(단위: 명)

(2018 MICE 참가자조사,
한국관광공사, 2019)

 (UIA, 2019)

*UIA :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2017년

671,046

2  
2018년 국제회의 개최: 890건
 
전세계 개최건의 8% 

방문 전
한국 이미지

방문 전
한국 이미지

방문 후
한국 이미지

방문 후
한국 이미지

4.10 4.294.25 4.36

New life group 新生活集团(中国)有限公司

국적: 중국
구분: 기업회의

기간: 2019.2.20 ~ 24
규모: 1,262명

Bangkok Insurance PLC

국적: 태국
구분: 인센티브

기간: 2016.12.3 ~ 12
규모: 1,348명

Millionaire Club Indonesia(MCI)

국적: 인도네시아
구분: 인센티브

기간: 2018.9.9 ~ 10.2
규모: 2,115명

Aurance Group

국적: 중국
구분: 인센티브
비고: 재방문

기간: 2016.3.27 ~ 4.2
규모: 5,295명

Herbalife International

국적: 글로벌
구분: 기업회의

기간: 2016.6.16 ~ 19
규모: 6,728명

MICE
VIS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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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ient

Korea, 
with it all

01
Convenient

한국을 선택한 순간, 편안하고 세련되게 
그리고 안전하고 빠르게 
소중한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1. 교통
 8개 국제공항, 5개의 크루즈 전용 터미널 

 인천공항: 12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평가(ASQ) 1위, 연간 39만 회 운항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세계에서 가장 큰 22만 5천 톤 급 크루즈선 

 수용 가능, 크루즈 모항

 고속철도: 세계 1위 고속철 접근성 (Go Euro, 2018)

2. 통신
 세계 최초 5G 전국망 상용화

 정보통신기술 세계 1위 (WIPO, 2019 글로벌 혁신지수)

3. 산업기반
 18개 지역별 CVB 구성

 미팅 개최 건수: 20만 8,013건, 참가자 2,003만 명(2017년 기준)

 인센티브 유치 건수: 11,202건, 44만 명(2017년 기준)

4. 치안
 밤거리가 안전한 국가

 개인 치안 세계 5위 (InterNation, 2017)

 방한 관광객 만족도 항목 중 치안만족도 1위 (통계청,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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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02
Innovation

18개 지역별 MICE 전담조직의 완성도 높은 노하우, 
19개 컨벤션센터와 8개 국제공항, 
지자체·숙박·쇼핑·관광업계 간의 긴밀한 연결. 
열정만 준비하십시오.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아도 상상 그 이상의 만족도로 답합니다.

양양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송도컨벤시아 인천

수원컨벤션센터 수원

대전컨벤션센터,
대전무역전시관
(2021년�재개관�예정)

대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군산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킨텍스 고양

코엑스, 세택, aT센터 서울

구미코구미

알펜시아�컨벤션센터평창

창원컨벤션센터창원

대구 엑스코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부산 벡스코

울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2021년�개관�예정)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여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지역  MICE Bureau  컨벤션센터  면적 (㎡) 수용인원 
(최대, 명)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http://kr.miceseoul.com  
mice@seoulwelcome.com

 코엑스   460,000 19,780
(전시장 3곳 제외) http://www.coex.co.kr

 aT센터  959 640 http://atcenter.at.or.kr

 세텍  11,019 500
(전시장 제외)　 http://www.setec.or.kr

 인천광역시
인천관광공사
http://www.travelicn.or.kr
cvb@into.co.kr

 송도컨벤시아  117,163 26,664 http://www.songdoconvensia.com

 대전광역시
대전마케팅공사
http://www.dime.or.kr  
micedaejeon@dime.or.kr

 대전컨벤션센터  24,281 2,875 http://www.dcckorea.or.kr

 대전무역전시관
(2021년 재개관 예정)

 14,500  - http://www.dime.or.kr:8088/
kotrex/main.do

 대구광역시
대구컨벤션뷰로
http://www.daegucvb.com
info@daegucvb.com

 엑스코  26,944 3,470 http://www.exco.co.kr

 광주광역시
광주관광컨벤션뷰로(사)
http://www.visitgwangju.kr  
convention@gwangjucvb.or

 김대중컨벤션센터  12,027 1,054 http://www.kdjcenter.or.kr

 부산광역시
부산관광공사
http://www.bto.or.kr
busanmice@bto.or

 벡스코  76,910 10,462 http://www.bexco.co.kr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http://www.gmice.or.kr
gmice@gto.or.kr

고양컨벤션뷰로
http://goyangcvb.com
goyangcvb@goyangcvb.com
 
수원컨벤션뷰로
http://www.suwoncvb.or.kr
christina@suwoncvb.or.kr

 킨텍스  108,566 75,946 http://www.kintex.com

수원컨벤션센터 97,602 9,048 http://www.scc.or.kr

 강원도
강원국제회의센터
http://visitgangwon.or.kr  
gwcvb@visitgangwon.or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5,475 4,872 http://www.alpensia.com/

convention/info.do

 경상북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http://www.gtc.co.kr 
054-740-7233

경주컨벤션뷰로
http://www.hicocity.kr
054-702-1014

청송문화관광재단
http://www.cctf.or.kr
054-873-9050

 경주화백컨벤션센터  31,336 4,048 http://www.crowncity.kr/hico/ko/
main/main.do

 구미코  14,392 780 http://www.gumico.com

 경상남도

(사)경남컨벤션뷰로
http://www.gncvb.or.kr
gncvb@gncvb.or.kr

울산도시공사
http://www.umca.co.kr 
052-255-1814

 창원컨벤션센터  60,240 1,460 http://www.ceco.co.kr

울산전시컨벤션센터
(2021년 개관 예정)

43,000 5,700 http://www.umca.co.kr

 전라북도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http://www.jeonbuk.go.kr
063-280-4741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  23,179 2,576 http://gsco.kr

 전라남도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http://jact.or.kr
061-980-6851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19,769  2,960 http://expo2012.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컨벤션뷰로
http://www.jejucvb.or.kr
064-739-2206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63,477 10,190 http://www.icc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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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iguing

03
Intriguing

K-POP과 K-Food, 5천 년을 이어온 전통문화,
4계절 개성 넘치는 축제와 체험,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자연경관, 
최첨단 기술로 완성된 미래형 도시.
오직 한국에서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누릴 수 있습니다.

1
한류

2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기준)

K-POP 16개 세계기록유산
 

한식 13개 세계유산

축제 20개 무형문화유산

해인사 팔만대장경

석굴암과 불국사

강강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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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iguing

3
베뉴

Korea, With It All

Your Complete 
Convention City

서울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컨벤션

문화와 예술이 
숨 쉬는 도시

광주

월봉서원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스마트 MICE 도시

인천

송도컨벤시아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MICE 목적지

경상남도

진해 해양공원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

한빛탑광장

아시아 대표 
휴양형 MICE 도시

제주

생각하는 정원

All in ONE

경기

중남미문화원

천년고도의 
역사도시

경주

황룡원

4계절 축제의 장
다이내믹

강원

남이섬

쉼과 여유를 통한 
아이디어 창출

전라남도

2012 여수
세계박람회장

산업 경제성장
선도 도시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해양과 
영화의 도시

부산

누리마루 
APEC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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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화합

도전과 화합

팀빌딩 활동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강화되는 팀워크,

구성인원,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선택하는 다양한 활동.
벅차오르는 성취감 속에 함께하여 하나가 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레저스포츠

레크레이션

문화체험

미션수행

문화체험

액티비티

갯벌체험

강원 컬링 게임

제주 에코 드림써클

한식 만들기 체험

제주 마켓 레이스

광주 선비체험

서바이벌 게임

인천 갯벌체험

팀 대항 경기로 팀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스포츠 정신을 배우며 

동료애를 높이는 시간   

자연 속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마련하는 작은 음악회

재료 준비부터 만들기까지 

따로 또 같이 만드는 한식체험

구성원끼리 논의를 통해 정해진 시간 안에 

지역 특산품 구매, 음식 구매, 

포토존 찾기 등 팀별 미션 수행

한복을 입고 한국의 전통생활을 

체험해보고 전통공예품도 만드는 시간

팀별로 나누어서 모의 전투를 

치르는 활동으로 전략적 두뇌활동과 

신체활동의 동시 경험

진흙 속에서 서로 도우며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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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지원정책

효율적인 지원정책 

1. KTO 지원 프로세스

2. 주의사항

4. 등급별 지원내용

3. 지원 등급 

지원 대상 단체

* 준비서류: 일정, 명단(이름, 국적, 생년월일 기재 필수), 신청서

STEP STEP STEP STEP

01 02 03 04

일정, 명단 확보 지원 등급 및
지원내용 확인

신청서 작성 이메일 신청
(KTO해외지사)

신청기한: 입국일 기준 최소 7일전

접 수 처: 한국관광공사 해당 지역 해외지사 (다음 장 참조)

* 참조: 한국관광공사 MICE 홈페이지 (http://k-mice.visitkorea.or.kr/) → 사업 지원 →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단체 

정의 공통 지원기준 단체별 지원기준 

인센티브 - 2박 이상 체류

- 외국인 10명 이상 포함

   * 동호회, 팬클럽, 종교단체, 

     공무원, 학생단체 제외 

기업/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인센티브(포상) 목적 방한 단체 

기업회의
기업이 주최하는 회의 목적 방한 단체로 일정표상 4시간 이상 회의 개최

* 포상 목적 단체 제외 

지원기준

세부 지원사항

승급지원 대상 (중복 승급 불가)
1. 최근 3년 이내 재방한 단체 

2. 4박 이상 장기 체류 단체

3. 지방공항(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외 지방공항)이용 입·출국단체

4.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외 지역에서 1박 이상 숙박단체

5. 코리아 유니크베뉴 시설을 활용한 기업행사 등을 개최한 단체

6. 해외진출 한국기업 또는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단체
※ 승급지원 해당 여부는 공사와 사전협의 필요

구분 지원등급

방한인원 (명) 중국 일본/동남아/중화권 구미주/서남아/중동

10 ~ 49

50 ~ 499

500 ~ 999

1,000 ~ 2,999

3,000 이상 

D D C

C C

B B

B

A
A

A

S
S

지원 사항 주요내용

기념품 선택품 중 택 1    *기념품 재고현황에 따라 임의로 대체 품목이 지원될 수 있음

선택 지원 항목

공연 협약된  상설공연 지원 

유료관광지 협약된  국내 관광지 지원 

체험활동 협약된  전통문화 및 K-pop체험관광 지원

환영행사 입국 단체 대상 환영행사 실시(공항, 호텔 등)

맞춤형 지원 항목 선택 지원항목 외 공연/관광지/체험활동, 팀빌딩 프로그램, 특별공연, 오만찬, 특별 기념품(A등급 이상) 등 

※ 비고 : 특별 기념품은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방한시작일 최소 3개월 이전 신청필수

선택 지원항목 중 2개 
또는 지원 한도 내 

맞춤형 지원

지원 한도 내
맞춤형 지원

기념품 
1종

선택 지원항목 중
택1 

지원 한도 내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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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지원정책효율적인 지원정책 

공연 관광지
(공연시간: 75분~100분)

공연명 특징 지역 별도 공연 가능 인원

점프 코믹 마샬 아츠 퍼포먼스 서울 250명 이상

궁-장녹수전 한국 전통무용극 서울 -

판타스틱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국악 서울 10명 이상

셰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공연 서울 150명 이상

사랑하면 춤을 춰라 넌버벌 댄스 뮤지컬 서울 100명 이상

파이어맨 재난 안전 퍼포먼스 서울 234명 이상

팡쇼 공연 + 제빵 체험 + 크루즈 서울 10명 이상

뮤직드라마 당신만이 노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연극 서울 10명 이상

국악쇼 썬앤문 국악 퍼포먼스와 뉴미디어아트의 콜라보 서울 별도 문의

난타 한국 최초 넌버벌 공연 서울, 제주 200명 이상

태권 뮤지컬 혼 태권도 퍼포먼스 서울, 제주 10명 이상

페인터즈 히어로 마술 같은 미술 퍼포먼스 서울, 제주 150명 이상

플라잉 신라 화랑의 시간 이동을  그린 판타지 공연 경주 150명 이상

관광지명 특징 지역

롯데월드 테마파크 – 100명 이상 지원 가능 서울

코엑스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서울

MBC월드 방송사 테마파크 서울

SM TOWN K-POP 체험 서울

박물관은 살아있다 체험형 박물관 서울

인천파라다이스시티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 인천

원더박스 테마파크 인천

한화 아쿠아플래닛 초대형 수족관 서울, 경기 고양, 전남 여수, 제주

트릭아이 3D 미술관 서울, 부산, 제주

부산타워, 영화체험박물관 부산타워와 영화체험을 한 번에 부산

송도해상케이블카 국내최초 해상타워 바다위여행 에어크루즈 부산

대구 이월드 테마파크(83타워 관람 포함) 대구

땅땅랜드 국내 최대 치킨테마파크 체험 대구 

에코랜드 곶자왈 체험 테마파크 제주

원마운트 스노우파크 / 워터파크 경기 일산

에버랜드 테마파크 – 100명 이상 지원 가능 경기 용인

한국민속촌 전통문화테마파크 경기 용인

현대유람선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투어(런치 포함) 경기 김포

쁘띠프랑스 한국안에 작은 프랑스 문화마을 경기 가평

썬밸리워터파크 실외스카이풀 스카이가든과 실내워터파크 경기 여주

   

5. 선택지원 협약
    업체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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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외오피스 현황효율적인 지원정책 

체험지원

체험명 체험종류 지역

꼬레 아트 타악, K-POP 서울

정동 마루 장구 체험 장구체험 서울

남산 서울타워 한복문화체험관 한복체험 또는 식사 + 한복체험 서울

킹 스튜디오 K-POP 스타의 음박작업과정 체험 서울

리얼케이팝 K-POP댄스 체험 서울

난타아카데미 난타체험 서울

한복남 한복체험 서울,  전주

다이나믹 메이즈 미로 탈출 서울, 강원 속초

미추홀 전통문화연구원 한식체험 한식체험 인천

하늘호수 한방마스크 및 샴푸 만들기 대구

플레이 케이팝 K-POP 스타의 가상 콘서트 (체험형 테마파크 이용 포함) 제주

스포츠몬스터 스포츠 융복합 테마파크 경기 고양, 하남

경주전통문화체험 경주전통 문화체험 경주

해외오피스 현황

지사명 주  소 연락처 이메일

베이징지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3/F, Korean Cultural Center 
Building Guanghua Xili, Chaoyang Beijing 100020, China 86-10-6585-8213/4 beijing@visitkorea.or.kr

상하이지사 Room 502, Huizhi Building, No.396 Caoxi Rd.(N) Shanghai, 
China 86-21-5169-7933 shanghai@visitkorea.or.kr

광저우지사 KTO Guangzhou Office, Unit 803, 8th Floor, TaiKoo Hui 
Tower 1, No.385 Tianhe Road, Guangzhou, 510620, China 86-20-3893-1639 guangzhou@knto.or.kr

선양지사 Room 3306, Tower A, China Resources Building, No.286, 
Qingnian Street, Heping District, Shenyang, China 86-24-3137-9343 ktosy@knto.or.kr

청뚜지사
Room2604, No.1(Pingan Fortune Center), Section 3, Renmin 
South Road, Wuhou District, Chengdu, Sichuan Province, 
China

86-28-6557-2311 chengdu@knto.or.kr

시안지사 Room 01, Kaide Square 16 floor, No.64 West Part of South 
Second Ring Road, Yanta District, Xi'an, Shaanxi, China 86-29-8964-0100 xian@knto.or.kr

우한지사 Room6, 15/F, Wuhan---International Intelligence Center 
1398 Jinghan Road, Jiang’an District, Wuhan, 430010, China  86-27-5937-4380 ktowh@knto.or.kr

홍콩지사 Unit 2202-2203, 22/F., World Trade Centre, 280 Gloucester 
Road, Causeway Bay, Hong Kong 852-2837-3609 general@knto.com.hk

타이베이지사
Room 3206, TWTC International Trade Building, 
No. 333, Section 1, Keelung Rd, Xinyi District, Taipei City, 
11012

886-2-2772-1330 ktotp@knto.or.kr

울란바토르지사 #504, The Blue Sky Tower, Peace Avenue 17, Sukhbaatar 
District, 1 khoroo, Ulaanbaatar, 14240, Mongolia

  976-7016-9090 / 
976-7744-9090 ktoub@knto.or.kr

중국 및 중화권

일본

지사명 주  소 연락처 이메일

도쿄지사 6F, KOREA CENTER, 4-4-10 Yotsuya Shinjuku-ku, Tokyo 
160-0004 Japan

81-3-5369-1755 tokyo@visitkorea.or.kr 

오사카지사 Twin21 MID Tower, 23th Floor 2-1-61, shiromi, Chuo-ku 
Osaka, Japan 540-6123

81-6-6942-0847 osaka@visitkorea.or.kr

후쿠오카지사 5th Fl., Asahi Bldg., 1-1, 2-chome, Hakata-ekimae, Hakata-
ku Fukuoka, Japan 812-0011

81-92-471-7174 fukuoka@visitkorea.or.kr



헤외오피스 현황

지사명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싱가포르지사 Samsung Hub 3 Church Street #01-02 Singapore 049483 65-6438-6177 singapore@knto.or.kr 

방콕지사 399 Interchange Building 25th Fl(Unit 3)., Sukhumvit Road, 
Klongtoey-Nua,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66-2-611-2731~3 koreainfo@kto.or.kr

쿠알라룸푸르지사 Suite 7-03, 7th Floor, Menara Hap Seng, Letter box No.39, 
Jalan P. Ramlee, 50250, Kuala Lumpur, Malaysia 60-3-2143-9000 marketing.ktokl@gmail.com

뉴델리지사 3rd Floor, Pegasus One, Golf Course Road, Sector 53, 
Gurgaon 122003, INDIA 91-12425-70077 india@knto.or.kr 

하노이지사 Unit 1302, 13th floor,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CauGiay District, Hanoi, Vietnam 84-24-3556-4040 hanoi@knto.or.kr

자카르타지사 Suite 2102A, Wisma GKBI. Jl. Jend. Sudirman No. 28 Jakarta 
10210 62-21-5785-3030 ktojakarta@knto.or.kr 

마닐라지사
19th Floor, Tower1 ,High Street South Corporate Plaza, 
9thAvenue corner, 26thStreet, Taguig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63-2-358-0856 ktomanila@gmail.com

두바이지사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Level 19, Dubai World 
Trade Center, P.O.Box 9488, Dubai U.A.E. 971-4-331-2288 knto@eim.ae 

이스탄불지사 VEKO Giz PLAZA NO.3 15.FLOOR, OFFiCE NO.9 Maslak 
ISTANBUL 90-212-290-2630 istanbul@knto.or.kr 

알마티지사 Green Tower Business Center 10th Fl. Dostyk Avenue 192/2, 
Medeu District, 050051 Almaty 7-727-344-0972 almaty@knto.or.kr

지사명 주  소 연락처 이메일

로스엔젤레스지사 5509 Wilshire Blvd., Suite 201, Los Angeles, CA 90036, 
U.S.A. 1-323-634-0280 ktola@knto.or.kr

뉴욕지사 400 Kelby St., Suite 1602, Fort Lee, NJ 07024, U.S.A. 1-201-585-0909 ktony@knto.or.kr

토론토지사 Suite 1101, 25 Adelaide St E Toronto, ON M5C 3A1 Canada 1-416-348-9056 toronto@knto.ca

시드니지사 level 18(Suite 1807) Australia Square Tower, 264 George St. 
Sydney, NSW 2000 61-2-9252-4147/8 visitkorea@knto.org.au

프랑크푸르트지사 Baseler Str. 35-37, 60329 Frankfurt am Main,Germany 49-69-233226 kto@euko.de

파리지사 Tour Maine Montparnasse 33, Avenue du Maine, B.P. 169, 
75755 Paris Cedex 15, France 33-1-4538-7123 ontcparis@gmail.com

런던지사 3rd Floor, New Zealand House Haymarket, London SW1Y 
4TE, United Kingdom 44-20-7321-2535 london@knto.or.kr

모스크바지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Business Center 
“Northern Tower”, 2nd Entrance, 2nd floor, Str.Testovskaya 
10, Moscow, RUSSIA 123112

7-495-989-4678 kntomc@knto.or.kr

블라디보스톡지사 102 Office, Business-centre 'Fresh-Plaza' 1Floor, (17, 
Okeansky Prospect), Vladivostok, 690091, Russia

7-423-265-1163 knto_vl@mail.ru

아시아 중동

구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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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 on Korea

  언어: 한국어

  통화: 원 (￦, KRW)

  시간: GMT+9 (Korea Standard Time)

  인구: 5,164만 명 (2018년 기준) 

  면적: 100,033㎢

  행정구역: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1개의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안내 및 통역서비스: 1330 (해외에서 +82-2-1330)

  관광정보: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www.visitkorea.or.kr)

  기후: 봄-여름-가을-겨울의 뚜렷한 4계절

봄(3~5월): 아침저녁은 서늘하고 낮에는 따뜻하다. 개화시기에 맞춰 다양한 

꽃축제가 전국에서 열린다. 

여름(6~8월): 25~35°C 정도 되는 더운 날씨이다. 8월부터 9월 사이에 많은 

비와 거센 바람을 거느린 태풍이 몇 차례 지나간다.

가을(9~11월): 10~25°C로 하늘이 맑고, 건조하다. 단풍과 억세 등이 아름답다. 

겨울(12월~2월): -10~10°C로 아주 춥다.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부는 날이 많다. 

강원지역이나 산간 지방은 눈이 많이 온다. 

Facts on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