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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어디에서든, 빠르고 편리한 교통

 8개 국제공항, 5개의 크루즈 전용 터미널 보유 

 인천국제공항: 연간 39만 회 운항, 

  12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평가(ASQ) 1위의 대한민국 관문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세계에서 가장 큰 22만 5천 톤 급 

  크루즈선도 수용 가능한 최신 시설 

 고속철도: 세계 1위 고속철 접근성을 자랑하는 

  구석구석 연결된 초고속 열차망 

매력적인
대한민국

언제라도 마음편한 안전한 치안

 밤거리가 안전한 국가 

 개인 치안 세계 5위(InterNation, 2017) 

 방한 관광객 만족도 항목 중 치안만족도 1위(통계청, 2017)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는 한류 

 전 세계를 흥분시키는 K-POP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K-FOOD

 애틋함과 설레임이 가득한 K-DRAMA

 계절마다 지역마다 새로운 K-FESTIVAL 

세상과 소통하는 가장 앞선 IT기술의 현장

 세계 최초 5G 전국망 상용화 

 정보통신기술 세계 1위(WIPO, 2019 글로벌 혁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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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와도 새로운 자연환경

 산들바람에 꽃향기가 나부끼는 싱그러운 봄

 차가운 계곡물과 뜨거운 백사장이 부르는 정열적인 여름

 파란 하늘아래 오색 단풍과 은색 억새로 마음 설레이는 가을

 하얀 입김에 손을 호호 불어도 하얀 눈밭에 구르고 싶은 겨울

 무성한 수풀 사이로 산책로 따라 계곡물이 반겨주는 산과 숲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수평선을 보여주는 동해안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모습을 드러내는 갯벌 가득한 서해안 

오천년을 이어온 역사

 기원전 석기시대부터 살아온 한민족의 흔적과 기록

 자연과 하나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한국만의 문화특성

 16개 세계기록유산, 13개 세계유산에 기록된 방대한 문화유산

 시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온 20개 무형문화유산

세계가 인정하는 MICE 전문성

 18개 지역별 CVB의 축적된 노하우

 전국 20개 컨벤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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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유치 건수: 11,202건, 44만 명(2017년 기준)

 국제회의 개최 건수: 세계 2위(890건), 전세계 8%(2018년 기준)

무엇을 해도 즐거운 다양한 체험활동

 볼 때마다 시선을 사로잡는 알록달록 한국 문화 체험

 산과 바다, 강과 하늘을 느끼는 액티브한 스포츠 체험

 한국의 정과 자연을 느끼게 하는 지역 마을 체험

 함께해서 더욱 즐거운 미션수행 팀빌딩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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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MICE 인프라

8개 국제공항이 전국 20개 컨벤션센터와 최적의 동선을 구현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구성된 MICE 전담조직에서 최상의 행사를 위한 

숙련되고 섬세한 정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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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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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엑스   460,000  19,780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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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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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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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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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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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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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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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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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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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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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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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전시컨벤션센터
(2021년 개관 예정) 43,000 5,700 http://www.umca.co.kr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http://www.gmice.or.kr
gmice@gto.or.kr  킨텍스  108,566  75,946  http://www.kintex.com

고양컨벤션뷰로
http://goyangcvb.com
goyangcvb@goyangcvb.com

수원컨벤션센터  97,602  9,048  http://www.scc.or.kr수원컨벤션뷰로
http://www.suwoncvb.or.kr
christina@suwoncv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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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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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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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화백
컨벤션센터  31,336  4,048  http://www.crowncity.kr/hico/

ko/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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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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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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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국제컨벤션센터
(2021년 개관 예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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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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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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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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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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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

알펜시아�컨벤션센터평창

창원컨벤션센터창원

대구 엑스코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부산 벡스코

울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2021년�개관�예정)

안동국제컨벤션센터
(2021년�개관�예정)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여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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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추천활동 활용방법

이 프로그램북은 대한민국을 찾는 
기업회의 & 인센티브관광 참가자들이 
보다 즐겁고 의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담고 있다.

  50명 이상의 단체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체험내용

  컨벤션센터나 대형 리조트 등 지역별 핵심 MICE인프라에서 이동 가능한 범위 지역의 활동 

추천활동 제안 기준

2. 추천활동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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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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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km

33.5km
33.5km

69.9km69.9km
33.8km
33.8km

72.5km72.5km
35.7km
35.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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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코엑스 69.9km
 aT 센터 68.8km 
 세텍 72.5km

 코엑스 33.8km
 aT 센터 33.5km 
 세텍 35.7km

* 국제공항에서 컨벤션센터까지 거리

지역별 인프라 현황과 추천 활동  |  KTO 선정 KOREA 유니크베뉴  |  한국관광공사 MICE 유치 지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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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만족으로 답할 수 있는 곳. 최첨단 기술과 전

통이 어우러진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적인 곳. 서울의 매력에 빠져보자.  

 핵심 컨벤션센터: 코엑스, aT센터, 세택 
 지역 뷰로: 서울관광재단, http://kr.miceseoul.com, 
                      mice@seoulwelcome.com

Your Complete 
Convention City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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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답게 완성도 높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서울에서만 경험
할 수 있는 색다른 시간을 만들어보자.  

① 한류 체험 
오늘만큼은 나도 K-POP 스타! 표정부터 몸짓까지 한류 전문가의 비결을 전수받아 세계적으
로 사랑받는 한류의 세계에 한발 더 다가서 보자. 그동안 쌓인 궁금증은 물론 스트레스까지 훨훨 
날아간다.

[리얼 K-POP 댄스 체험]
해외 언론에도 소개된 검증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직 K-POP 백댄서에게 리얼 K-POP 댄스
를 배워보자.

활동 규모 ~60명

주요 활동장소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리얼케이팝댄스 스튜디오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리얼케이팝댄스 010-3445-2737, realkpopdance@gmail.com

추가 정보
http://www.realkpopdance.com
http://facebook.com/realkpopdance 

리얼 K-POP 댄스 체험

[코스모진 케이팝 체험]
영어 수업이 가능한 댄스 전문 강사가 원하는 곳으로 찾아와 수업을 진행한다. 내 안의 숨겨진	
댄스 본능을 깨워보자.

활동 규모 ~200명

주요 활동장소 출장 진행 가능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코스모진 투어 & 컨설팅 02-318-0345 

추가 정보 http://www.cosmojin.com

코스모진 케이팝 체험

1. 서울

추천 활동 

S E O U L

한국 문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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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규모 ~100명

주요 활동장소
서울시 강남구, 국기원 또는 한국문화의 집(KOUS)
(체류지 인근 지역체육관으로 출장 가능)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관사  코스모진 투어 & 컨설팅 02-318-0345  

추가 정보 http://www.cosmojin.com

코스모진 태권도 체험

[2시간 만에 한글 읽기]
오랫동안 한국어의 소리와 의미를 탐구해온 금해랑 시인에게 한글을 배워보자. 2시간 만에 자신
의 이름을 한글로 쓰는 놀라운 경험이 기다린다.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서울시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 카페(출장 가능)

예상 소요시간 3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금해랑한국어한자교육연구소 010-2726-6194, a1231z@naver.com

추가 정보 http://instagram.com/haeranggeum

]

2시간 만에 한글 읽기

② 전통 음악 체험
한국의 대표적 전통 타악기인 장구와 북은 리듬감이 있고 여럿이 같이 할수록 깊이 있는 화음
을 만들 수 있어 팀빌딩 활동으로도 추천할만하다. 한국 전통장단과 악기를 배우며 한국의 ‘흥’
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발산해보자.

[정동극장 전통예술 체험]
한국의 대표적 문화예술 극장인 정동극장에서 실제 배우들에게 장구와 판소리를 배워보자. 판
소리 수업 전에는 판소리 시연도 마련되어 있다.

활동 규모 장구: ~50명, 판소리: 20~80명

주요 활동장소 서울시 중구 정동길, 정동극장 

예상 소요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체, 번체) 일본어

주관사  정동극장 02-751-1500, cs1500@jeongdong.or.kr 

추가 정보
http://www.jeongdong.or.kr 
http://facebook.com/jeongdongtheater

정동극장 전통예술 체험

③ 전통문화 체험
오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한반도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생활 문화양식이 존
재한다. 한복과 한옥의 곡선미와 태권도의 강인하면서도 유연한 흐름, 과학적이면서도 체계적
인 한글 등 오직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을 나서보자.   

[코스모진 태권도 체험]
2천 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무예,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종목이기도 하다. 내면의 수양과 협동
을 중시하는 태권도의 기본동작을 배우고 용기를 낸다면 송판 격파까지도 체험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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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레이스 게임
제한시간 내 가장 많은 미션을 수행한 팀이 이기는 방식으로 구성인원의 특성이나 활동시
간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지만 전략과 팀
원 간 협동심이 미션의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팀빌딩 프로그램으로 제격이다. 서울의 관광명소
에서 펼쳐지는 색다르고 즐거운 모험을 떠나보자.

[잘못된 명소 찾기]
한복을 골라 곱게 단장하고 경복궁 탐험에 나서보자. 주어진 미션지와 실제 고궁을 비교해보며	
틀린 그림을 찾아보자.  

활동 규모 200~1,000명

주요 활동장소 서울시 종로구, 경복궁 일대

예상 소요시간 2~3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관사  한복남 010-6485-8507

④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활동은 예불참가, 사찰예절 등 일부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만 명상, 산책, 다도
체험 등 주변을 돌아보며 내면을 가꾸는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문화체험이 주를 이룬다.

[국제선 센터 템플스테이]
도심에서 즐기는 템플스테이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3시간 가량 진행되는 당일형과 1박 2일 체
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 국제선센터

예상 소요시간
당일형: 3시간 30분,
체험형: 15:00~익일 10:00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국제선 센터 02-2650-2213, 2242

추가 정보
http://seoncenter.templestay.com
http://www.templestay.com/temple_info.asp?t_id=seoncenter  

국제선 센터 템플스테이 

[진관사 템플스테이]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진관사는 은평한옥마을과 가까우며 사찰음식 맛집으로도 유명하다. 웰
빙 템플스테이를 경험해보자.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서울시 은평구, 진관사

예상 소요시간
당일형: 2시간 30분,
휴식형: 14:00~익일 10:00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진관사 02-388-7999

추가 정보
http://jinkwansa.templestay.com
http://www.templestay.com/temple_info.asp?t_id=jks1080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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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퀘스트

[한글을 찾아라!]
서울의 주요 관광지에 한글단어가 숨겨져 있다. 한글을 읽을 수 없어도 괜찮다. 미션 장소 곳곳
에 숨겨져 있는 한글 단어를 찾아 완성해보자.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서울 곳곳

예상 소요시간 1~3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아주인센티브 02-786-0028, ajuincentive@ajutours.co.kr

추가 정보 http://www.ajutours.co.kr

한글을 찾아라! 

[서울레이스]
서울 주요 관광지에서 미니게임 형식으로 펼쳐지는 레이스 게임이다. 관광과 추억, 즐거움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활동 규모 ~100명

주요 활동장소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중구 남산골 한옥마을, 용산구 남산타워, 종로구 창덕궁, 
중구 명동)

예상 소요시간 5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이투어리즘 02-323-6850, 010-4403-4436, info@koreaetour.com 

추가 정보 http://www.koreaetour.com
http://facebook.com/koreaetour 

서울레이스

[어반퀘스트]
종각, 서울역, 홍대 등 서울 강북권 핫플레이스에서 실감나는 미션 여행을 떠나보자.

활동 규모 20~250명

주요 활동장소 서울시 종로구 종각, 용산구 서울역, 마포구 홍대 인근(장소변경 가능)

예상 소요시간 1~3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주식회사 락스타 070-7722-8868, 010-5042-1337,  
rokstarseoul@gmail.com

추가 정보 http://www.roksta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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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악기 공연 체험
공연체험은 팀원들이 연주기술을 공유하고, 하모니를 맞춰볼 때 완성되기에 단합과 협동심 기
르기에 제격인 팀빌딩활동이다. 소리가 어우러질수록 더 멋지고 흥겨운 공연이 만들어진다.

[난타 체험]
난타는 한국의 전통 악기와 다양한 주방도구를 활용하는 음악 공연 활동이다. 공연에서 실제 쓰
이는 북을 사용하여 난타 배우에게 한국의 전통 장단을 배워보자.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난타 아카데미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사전요청시 평일 중국어, 일본어 가능)

주관사  난타 아카데미 02-721-7686, godjul@nanta.co.kr

추가 정보 http://www.nanta.co.kr

난타 체험

[마음을 ‘Do’드려라!]
음악에 맞춰 북과 춤이 어우러진 작품을 만들어보자. 전통음악 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선곡이	
가능하다.

활동 규모 20~200명

주요 활동장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비타 무브먼트(출장 가능)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주관사 
비타 무브먼트 010-8265-0722, 010-7219-0702, 
betamove@naver.com

추가 정보
http://instagram.com/betamove
http://cafe.naver.com/betamove

② 청계천 미션게임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청계천은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아름다운 전경
을 자랑한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팀빌딩 활동은 팀원간의 기분 좋은 소통과 즐거운 추억을 제공
할 것이다.

[서울 속 보물찾기]
청계광장 곳곳에 숫자가 적힌 종이가 숨겨져 있다. 자신이 찾은 번호에 해당하는 상품도 준비되
어 있으니 청계천 여행도 하고 선물도 기대해보자.

활동 규모 ~300명

주요 활동장소 서울시 종로구, 청계광장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주관사  제인디엠씨코리아 02-720-7506

추가 정보 http://www.janetour.com

[소원 성취 빌기]
소원을 적은 종이로 종이배를 접어 청계천 맑은 물에 띄워 보내보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이루
어질 수 있기를 바래본다.

활동 규모 ~300명

주요 활동장소 서울시 종로구, 청계광장

예상 소요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주관사  제인디엠씨코리아 02-720-7506

추가 정보 http://www.janetour.com

 소원 성취 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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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나]
다양한 색상과 기법으로 캔버스 위에 자화상이나 동료의 얼굴을 그려보자. 우리 팀의 포부나 슬
로건을 넣으면 팀워크 향상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리 사진을 보내주면 사전 스케치 작업을 진
행해준다.  

활동 규모 ~100명

주요 활동장소 서울시 송파구, 드링킹드로잉 화실(출장 가능) 

예상 소요시간 3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드링킹드로잉 010-5162-1532, cozzun@naver.com

추가 정보
http://dkingdwing.modoo.at 
http://instagram.com/drinkingdrawing

또 다른 나

[당신의 서울을 광고하라!]
목적지에 따라 운명처럼 팀이 정해진다. 리더, 사진사, 카피라이터, 디자이너 등 팀 내 역할을 정
하여 정해진 코스를 여행하며 광고 영상을 만들어보자.

활동 규모 30~300명

주요 활동장소 서울 곳곳

예상 소요시간 4시간(오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아주인센티브 02-786-0028, ajuincentive@ajutours.co.kr

추가 정보 http://www.ajutours.co.kr

당신의 서울을 광고하라!

이색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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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 한식 쿠킹 클래스]
코스도(VIP코스와 일반코스), 메뉴도 직접 골라 우리만의 한식 상차림을 차려보자.
 예상 소요시간: 2시간 30분
 주관사: 주식회사 아이러브한식 070-7786-1445, ceo@ilovehansik.com 
 추가 정보: http://www.ilovehansik.com, http://facebook.com/ilovehansik 

[팥앙금 찰떡 만들기]
한복에서 모티브를 찾은 특별한 색과 모양의 팥앙금 찰떡을 만들어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
 주관사: 써니S다이닝 010-5025-0210, truly2004@naver.com
 추가 정보: http://www.sunnysdining.com, http://winstagram.com/sunnySiningbz 

[한식의 즐거움]
제철 재료를 사용하여 한식과 한국식 발효식품을 만들어보자.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주관사: 코스모진 투어 & 컨설팅 02-318-0345 
 추가 정보: http://www.cosmojin.com

[스테이폴리오_올인한옥]
도심 속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한국 전통문화를 즐겨보자.
 예상 소요시간: 3시간
 주관사: ㈜스테이폴리오 02-1670-4123, stayfolio@stayfolio.com
 추가 정보: http://www.stayfolio.com, http://instagram.com/stayfolio

[모던한_올인한옥]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도심 속 한옥마을을 둘러보자.
 예상 소요시간: 3시간
 주관사: 모던한 02-816-7856, modern.han.info@gmail.com
 추가 정보: http://www.modernhan.kr, http://instagram.com/modern.han

[음양오행과 나]
한국의 타로, 음양오행으로 나도 모르던 나의 본질을 알아보자.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주관사: 121북촌 010-6295-3700, ofoodart@naver.com
 추가 정보: http://121bukchon.modoo.at

[한류스타 메이크업 클래스]
한국 연예인만의 메이크업 비밀을 전수받아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주관사 연락처: H&K 컨설팅 02-737-2160~2 
 추가 정보: http://www.hnkt.co.kr

[케이팝 메이킹 클래스]
K-POP 제작자가 되어 K-POP 뮤직비디오 제작에 도전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주관사: 킹 스튜디오 02-6338-2428, global@musicking.co.kr
 추가 정보: http://www.kingstudio.asia, http://facebook.com/kingstudio.kr

[코스모진 전통 국악 체험]
한국 전통 장단을 배우고 팀원과의 협업으로 소리를 쌓아 하모니를 만들어보자.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주관사: 코스모진 투어 & 컨설팅 02-318-0345  
 추가 정보: http://www.cosmojin.com

[뮤직타악&한국무용]
북을 이용하는 한국 전통 무용인 ‘삼고무’로 K-POP을 연주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2시간 20분 
 주관사: 골든캣츠 010-5097-1773, golden_cats@naver.com
 추가 정보: http://www.goldencats.co.kr, http://www.youtube.com/user/amidalda

[막걸리 만들기 체험]
한국 전통주이자 대표적 발효주인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보자.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주관사: 수국 010-9117-9975, sugukseoul@gmail.com
 추가 정보: http://www.sugukseoul.com

[온고 팀빌딩 한식 쿠킹 클래스]
팀원들의 아이디어와 협동심을 모아 한식을 만들어보자.(할랄푸드, 비건 선택 가능)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주관사: ㈜온고푸드커뮤니케이션 02-3446-1607, ongofood@ongofood.com 
 추가 정보: http://www.ongofood.com

50인 이하
소규모
활동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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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거와 함께 서울 발견하기]
옛날 자동차를 대신했던 인력거(자전거가 끄는 마차)를 타고 서울의 매력을 재발견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1~2시간
 주관사: 아띠 인력거 02-1666-1693  
 추가 정보: http://www.arteepedicab.com

[셰프와 함께하는 지역시장 탐방과 한식 쿠킹클래스]
지역시장에서 식재료를 직접 구입해보고 이를 활용해 한식요리를 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3시간 
 주관사: 오미 요리연구소 010-5060-5250  
 추가 정보: http://www.5-tastes.com

[도래매듭 카드홀더]
천연염색 가죽으로 나만의 카드지갑을 만들어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
 주관사: 가죽공방 연지 010-7503-8517, yenzy@naver.com  
 추가 정보: http://yenzy.co.kr, http://instagram.com/yenzy.co.kr 

[서울 이스케이프룸]
제한된 시간, 갇혀진 공간, 협동심이 승패를 좌우하는 방탈출미션에 도전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30분 / 1시간 / 1시간 30분 
 주관사: 삶넥스트 02-501-6502, 010-8463-1114, info@seoul-escape.com 
 추가 정보: http://seoul-escape.com, http://facebook.com/seoulescape

[대한민국 최강스포츠 양궁체험]
올림픽 우승의 역사가 빛을 발한다. 금빛과녁을 향해 화살을 날려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20분 / 2시간
 주관사: X텐실내양궁장 010-5057-942, tjr070808@naver.com 
 추가 정보: http://x-ten-archery.com, http://instagram.com/xten_acr

[꽃과 함께하는 팀빌딩 체험]
양재 화훼공판장 ‘F-Square’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K-Style 꽃꽂이체험을 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2시간~3시간 30분
 주관사: F-Square 02-573-8805 
 추가 정보: http://www.f-square.kr

[자개전통 명장과 함께하는 자개체험]
한국 전통 공예인 자개기법으로 반짝이는 나만의 소품을 만들어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
 주관사: 진주쉘 02-2253-7585, 010-9182-9051, ymspace@jinjooshell.com
 추가 정보: http://www.jinjooshell.com, http://facebook.com/jinjooshell

[DIY 나전칠기 공예 체험]
한국 전통 공예인 나전칠기 기법으로 내 안의 예술적 감각을 일깨워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
 주관사: 미지컴퍼니 010-5385-5370, mizicompany1@gmail.com  
 추가 정보: http://instagram.com/mizicompany, http://facebook.com/mizicompany

[외국인 태권도 체험]
기본 동작부터 겨루기까지, 기합소리와 함께 스트레스가 풀리는 태권도를 배워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주관사: 강스 글로벌 태권도 010-3768-2233, dddings@naver.com
 추가 정보: http://instagram.com/shindong_kang, http://cafe.naver.com/tkdkkun

[광장 시장에서 런닝맨]
볼거리 먹기리 가득한 시장에서 TV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런닝맨’을 재현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주관사: 제인디엠씨코리아 02-720-7506 
 추가 정보: http://kr.janetour.com 

[서울 사진찍기 미션]
서울 명소를 직접 찾아가서 참여하는 게임과 인증샷 미션으로 가이드가 함께해서 든든하다.
 예상 소요시간: 8시간
 주관사: Korealinx 02-897-7897 
 추가 정보: http://www.korealinx.com

[서울프리펀패스]
대중교통으로 서울을 탐험하며 주어진 미션을 수행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3시간
 주관사: 트래스코 02-718-9331, 010-2225-4434, noah@traesco.com
 추가 정보: http://www.traesc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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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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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컨벤시아 29km
 킨텍스 52km
 수원컨벤션센터 71km

 송도컨벤시아 35km
 킨텍스 17km
 수원컨벤션센터 54km

* 국제공항에서 컨벤션센터까지 거리

국제회의 특별시,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최고의 교통 편의성과 최신 인
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서 20분 거리
에 위치한 송도 국제도시는 한국 최초의 국제회의복합지구로 다양한 규모
의 MICE 행사가 가능한 국제회의시설과 특급호텔, 쇼핑센터, 관광지 등을 도
보거리에서 활용할 수 있어 MICE 방문객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한다.

 핵심 컨벤션센터: 송도컨벤시아 
 지역 뷰로: 인천관광공사, http://www.travelicn.or.kr, cvb@into.co.kr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스마트 MICE 도시 

[인천]

동북아 비즈니스 경제허브로 다양한 산업시설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
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MICE 개최지이자 그에 걸맞은 최상의 인프라
와 지원정책을 갖추고 있는 MICE 최적지이다. 우수한 컨벤션 시설과 풍부
한 MICE 관광자원, 독특한 개성과 편리성을 갖춘 유니크베뉴의 조화를 누려보자.  

 핵심 컨벤션센터: 킨텍스, 수원컨벤션센터 
 지역 뷰로: 경기관광공사, http://www.gmice.or.kr, gmice@gto.or.kr 

All in ONE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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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문으로 새로운 문물의 유입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 온 인천지역은 다양한 문화체험
과 바다와 갯벌을 이용한 자연체험 등 이색 체험이 즐비하다.

① 한류 체험 
오늘만큼은 나도 K-POP 스타! 표정부터 몸짓까지 한류 전문가의 비결을 전수받아 세계적으
로 사랑받는 한류의 세계에 한발 더 다가서 보자.

[뮤즈댄스 한류 체험]
댄스의 기본기와 유행하는 K-POP 안무를 배워보자. 핵심만 뽑아낸 비법 전수로 현란해 보이
는 동작도 리듬감 있게 따라갈 수 있고 체험내용을 영상으로 남겨볼 수도 있다. 네트워킹이나 환
영만찬 시간을 빛내줄 전문댄스팀의 댄스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활동 규모 제한 없음(팀당 25명)

주요 활동장소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뮤즈댄스학원(대형인원은 제휴 장소에서 진행)

예상 소요시간
포인트 안무 체험: 1시간 30분
(완곡 체험: 2시간씩 4일)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뮤즈엔터테인먼트 010-5005-5565

추가 정보 http://blog.naver.com/sunalee81

2-1. 인천

추천 활동

I N C H E O N

한국 문화 체험 

뮤즈댄스 한류 체험

② 전통문화 체험
전통문화 체험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배우고 느껴보는 시간이다. 간단한 전통
놀이 등을 곁들이거나 인증샷을 남기며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색다른 경험을 해보자.  

[월미문화관 전통 체험]
문화해설사가 상주하고 있는 월미문화관에서는 수라상이나 잔칫상 등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배
워볼 수 있다. 왕궁에서 사용된 의상과 혼례복 등 특색 있는 한복을 입고 포토존에서 기념촬영
을 해도 좋다.  

활동 규모 ~60명

주요 활동장소 인천시 중구 월미공원, 월미문화관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문화해설사(영어) 상주

주관사  월미문화관 032-440-5933

월미문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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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식 요리  체험
한식은 다채로운 맛과 빛깔을 자랑하는 음식이 많다. 그만큼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고 재료 손질
에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져야 하기에 팀빌딩 활동으로도 제격이다. 각자 역할을 맡아 재료
를 다듬고 함께 재료를 섞다 보면 낯선 한식도 맛있어지고, 곁에 있는 동료의 존재는 더욱 든든
해진다.

[미추홀 전통음식문화연구원 음식 체험]
한식 만들기와 함께 어울리는 상차림까지 제공해 식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다. 찜닭이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식사메뉴나 꽃산병 등 알록달록 디저트메뉴, 김치 등 발효음식까지 다양하게 준비
되어 있다.

활동 규모 ~100명

주요 활동장소 인천시 중구 월미공원, 월미문화관 한식체험관 

예상 소요시간
김치 체험(김치전 시식 포함): 1시간 30분,
음식 체험(식사 포함): 1시간 30분,
디저트 체험(다과 포함):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미추홀 전통음식문화연구원 032-463-9911

추가 정보 http://www.jfood.or.kr

 미추홀 전통음식문화연구원 음식 체험 

④ 지역 마을 체험
특색을 살려 준비해 둔 개성 넘치는 지역 마을 체험은 한국인의 특징인 정과 고유의 문화를 즐길 
수 있어 좋다. 바닷가 마을에서 자연을 만나보고  구석구석 동네 탐방을 나서보자.  

[선재도 어촌마을 체험]
선재도 유어장 갯벌에서 바지락 같은 조개를 캐 보거나 갯벌썰매를 체험할 수 있다. 바다 위에	
설치된 해상낚시 체험장에서 낚시체험을 해도 좋다.  

활동 규모 해상낚시: ~150명, 갯벌체험: 제한 없음

주요 활동장소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 선재 어촌체험마을

예상 소요시간 해상낚시: 4시간, 갯벌체험: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선재 어촌체험마을 010-2276-3115

추가 정보 http://선재어촌체험마을.com

선재도 어촌마을 체험

[포내 어촌체험마을]
무의도에 위치한 어촌마을로 갯벌체험, 무인도 체험 및 바다낚시와 조개껍질로 화분을 만드는	
공예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활동 규모 갯벌체험: 제한 없음, 공예체험: ~100명 

주요 활동장소 인천시 중구 무의도, 포내 어촌체험마을

예상 소요시간
갯벌체험: 2시간 30분, 공예체험: 1시간,
낚시체험: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포내 어촌체험마을 032-752-5422, 010-3569-5422

추가 정보 http://www.포내어촌체험마을.kr

포내 어촌체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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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활동은 예불참가, 사찰예절 등 일부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만 명상, 산책, 다도 
체험 등 나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문화체험이 주를 이룬다. 고즈넉한 산
사에서 동료와 함께 내면을 가꾸는 시간을 가져보자.

[연등국제선원 템플스테이]
영어지정템플스테이 사찰로 외국인들의 참여도가 특히 높은 참선 수행 도량이다. 세속적인 삶의	
혼란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행복여행을 떠나보자.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인천시 강화도 길상면, 연등국제선원

예상 소요시간 잠시 내려놓다(당일형): 11:00~15:00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연등국제선원 032-937-7033, lotuslantern.net@gmail.com

추가 정보 http://www.lotuslantern.net

연등국제선원 템플스테이

[강화 씨사이드 루지 체험]
루치 체험은 리프트를 타고 고지대에 위치한 출발 지점까지 이동한 후 특수하게 제작된 루지 카
트를 타고 긴 경사 구간을 내려오는 어드벤처 활동이다. 1.8km에 달하는 동양 최대길이 트랙을 
타고 속도감과 스릴을 즐겨보자. 360호 회전 구간과 터널, 급경사 구간 등이 재미를 더해주고 눈
앞에 펼쳐진 바다가 감동을 더해준다. 

이색 체험 

활동 규모 ~1,200명

주요 활동장소 인천시 강화군 강화도, 강화 씨사이드 리조트

예상 소요시간 1시간(2회 탑승)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강화 씨사이드 리조트 032-930-9000

추가 정보 http://www.ganghwa-resort.co.kr

강화 씨사이드 루지 체험
        

[몬스터 VR 체험]
국내 최초이자 최대 VR 테마파크가 기다린다. 가상공간에서 어트랙션을 타거나 스포츠 경기를	
즐겨보자. 공간 제약 없이 실제보다 더 짜릿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활동 규모 ~250명

주요 활동장소 인천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 트리플스트리트 D동 6층

예상 소요시간 3시간(체험당 1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몬스터VR 송도점 032-310-9576, 010-5095-5240

추가 정보
http://www.monstervr.co.kr
http://www.triplestreet.co.kr/store/microsite.html?id=133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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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VR 체험

[영종씨사이드 레일바이크]
씨사이드 파크 해안을 따라 곧게 뻗은 왕복 5.6km 철로 위를 레일바이크로 달려보자. 월미도에
서 인천대교까지 서해가 한눈에 들어온다.

활동 규모 ~120명

주요 활동장소 인천시 중구 영종도 영종하늘도시, 영종씨사이드 레일바이크

예상 소요시간 5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영종씨사이드 레일바이크 032-719-7778

추가 정보 www.영종씨사이드레일바이크.com

영종씨사이드 레일바이크

[수상 택시 체험]
센트럴파크 웨스트 보트하우스에서부터 유람선(수상 택시)을 타고 송도	
국제도시 전경을 감상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20분
 주관사: 코마린(웨스트 보트하우스) 032-834-4609
 추가 정보: http://www.komarine.kr

[수상레포츠 체험]
센트럴파크 이스트 보트하우스를 중심으로 수상레포츠를 체험하고 한옥
마을 산책을 나서보자.
 예상 소요시간: 카누, 카약-1시간 / 패밀리보트, 파티보트-30분
 주관사: 코마린(이스트 보트하우스) 032-831-4609
 추가 정보: http://www.komarine.kr

[무의도 액티비티 체험]
영종도 인근 무의도 해상관광 탐방로를 걸어보고 짚라인이나 ATV (사륜
바이크)를 즐겨보자. 
 예상 소요시간: 2시간(체험당 1시간)
 주관사: 짚라인-씨스카이월드 032-746-6886  

                ATV(사륜바이크)-독수리오형제 010-5260-5767
 추가 정보: http://www.seasky.kr

[BMW 드라이빙 센터]
쇼룸에서 다양한 차들도 보고 전문적으로 준비된 코스에서 짜릿한 속도
를 즐겨보자.
 예상 소요시간: Test Drive-30분 / On-road-1시간 20분 /

                           Off-road-40분 / M Taxi-10분
 주관사: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3300
 추가 정보: http://www.bmw-driving-center.co.kr

50인 이하
소규모
활동 리스트



대한민국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북 지역별 추천 활동    |    유니크베뉴 추천    |    한국관광공사 MICE 유치지원 시스템

042 043

G
Y

E
O

N
G

G
I

-
D

O

편리한 교통편과 너른 공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경기도는 자연 속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즐
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많다.  

① 전통문화 체험 
전문가에게 한국 전통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직접 체험해보면 한국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 
간단한 전통놀이를 곁들이거나 인증 사진을 찍으며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색다른 경험을 해
보자.  

[수원문화재단 예절교실]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한옥과 너른 잔디밭이 반겨주는 수원 전통문화관에서 한복을 입고 전통예
절을 배워보자. 한국의 전통 인사 예절과 차 문화를 배워보고 차와 어울리는 다식을 직접 만들어
서 맛볼 수 있다.

활동 규모 ~80명

주요 활동장소 경기도 수원시, 수원 전통문화관 내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주관사  수원문화재단 031-247-5613

추가 정보 http://www.swcf.or.kr

2-2. 경기

G Y E O N G G I - D O

추천 활동

한국 문화 체험 

 수원문화재단 예절교실

[종이미술관 전통문화 체험]
종이미술관 뒤편에는 한국 소나무와 황토를 사용하여 전통기법인 결구법으로 지어진 두 채의	
한옥과 전통놀이 체험마당이 있다.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전통놀이 체험도 하고 놀이도구를	
직접 만들어보자.  

활동 규모 ~180명(팀당 60명)

주요 활동장소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종이미술관

예상 소요시간 체험당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종이미술관 한옥탐방 032-887-0606

추가 정보 http://종이미술관.kr

 종이미술관 전통문화 체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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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통 공예 체험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연에서 재료를 빌리고 손끝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한국 전통 공예
의 특징이다. 장인정신과 함께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아름다움을 배워보자.  

[수원 화성 3D 퍼즐 만들기]
수원 한옥기술전시관에서는 수원 화성의 대표적 공간인 팔달문, 화홍문 등과 기와집 모형 만들
기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입체 퍼즐로 재미있게 조선시대 건축양식을 배워본 후 직접 보는	
수원 화성은 색다른 매력이 넘친다.

활동 규모 ~60명(팀당 30명)

주요 활동장소 경기도 수원시, 한옥기술전시관 체험실

예상 소요시간 수요일 ~금요일,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수원문화재단 031-247-9369

추가 정보 http://www.swcf.or.kr

수원 화성 3D 퍼즐 만들기

[세라피아 풍경 채색 체험]
이천 세계도자센터가 위치한 세라피아에서 2천여 점의 세계 도자작품 관람과 함께 도자체험을	
할 수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는 도자기 풍경에 나만의 색을 입혀보자.  

활동 규모 20~70명

주요 활동장소 경기도 이천시, 세라피아 내 이천세계도자센터

예상 소요시간 체험: 1시간, 체험 및 관람: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한국도자재단 토야 교육센터 031-645-0761, 010-8616-7343

추가 정보 http://www.kocef.org

세라피아
----------------------------------------------------------

이천은 천년이 넘는 도자기 역
사가 전해오며 지금도 300여 개
가 넘는 도자기 가마가 있는 도
자기의 도시다. 설봉공원, 세라피
아는 이천 도자기 문화의 중심지
로 공원 내 조형물, 의자까지도 도
자기로 되어 있는 진정한 도자
기 세계이다. 도자박물관과 체험시
설이 있고 매년 4월 경 열리는 이
천 도자기 축제의 주요 장소이다.  

방문 장소 Plus

세라피아

[목아박물관 전통 공예 체험]
한국 전통 목조각과 불교미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세워진 목아박물관에서는 전통문화와 관련
된 전시 관람과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전통 나무 짜맞춤 기법을 활용한 꽃창살 조명, 단청문양
과 한글을 활용한 문자도 에코백 꾸미기 등으로 한국만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자.

활동 규모 ~100명

주요 활동장소 경기도 여주시, 목아박물관

예상 소요시간 체험당 4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목아박물관 031-885-9952

추가 정보
http://www.moka.or.kr  
http://www.facebook.com/mokamuseum108

목아박물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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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식 요리 체험 
한식은 다채로운 맛과 빛깔을 자랑하는 음식이 많다. 그만큼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고 재료 손질
에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져야 하기에 팀빌딩 활동으로도 제격이다. 각자 역할을 맡아 재료
를 다듬고 함께 재료를 섞다 보면 낯선 한식도 맛있어지고, 곁에 있는 동료의 존재는 더욱 든든
해진다.

[김치 스쿨 김치 만들기]
서울북부 및 경기권 연계 관광이 가능한 교통요지에 자리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문화	
체험관이다. 최첨단 시설은 물론, 김치박물관과 약 400여 벌의 체험용 한복도 갖추고 있어 편리
하면서도 특색 있는 체험이 가능하다.

활동 규모 ~100명

주요 활동장소 경기도 고양시, 김치 스쿨(한국항공대 인근)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김치 스쿨 02-308-9688

추가 정보 http://kimchischool.com/intro/introComing

김치 스쿨 김치 만들기

[세미원 연꽃문화체험]
세미원은 세계 유일의 연꽃 박물관이자 식물원이다. 연잎차, 연잎 염색, 연꽃 그림으로 생활용품 만
들기 등 연꽃을 주제로 한 체험활동과 지역작가들과 연계한 가죽, 자개공예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경기도지방정원 1호로 지정된 물과 꽃의 정원을 감상하는 것도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다. 

활동 규모 100명(팀당 30~40명)

주요 활동장소 경기도 양평군 양서체육공원 옆, 세미원

예상 소요시간 체험당 3~4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연꽃문화체험교실 박물관교육팀 031-775-1835

추가 정보 http://www.semiwon.or.kr

 세미원 연꽃문화체험

[종이미술관 종이공예 체험]
대부도에 위치한 종이미술관은 종이조형미술관으로 한지 제작 과정부터 한지를 소재로 한 다양
한 작품을 볼 수 있고 꽃신, 한지 조명등 등 종이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활동 규모 ~180명(팀당 60명)  

주요 활동장소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종이미술관

예상 소요시간 체험당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종이미술관 체험실 032-887-0606

추가 정보 http://종이미술관.kr

 종이미술관 종이공예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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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원 한과체험]
한과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과의 한 종류인 ‘유과’와 ‘강정’ 체험을 할 수 있
다. 한과에 대한 영상과 한과 박물관 견학이 곁들여져 알찬 체험을 할 수 있다.

활동 규모 10~100명

주요 활동장소 경기도 포천시, 한가원

예상 소요시간
유과 튀기기: 1시간 40분, 
강정 만들기: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한가원 031-533-8121

추가 정보 http://www.hangaone.com

한가원 한과체험

스포츠
① 실내 스포츠
날씨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팀별 화합과 성취감 획득
에 초점을 맞춰 팀당 구성인원, 시간, 규칙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스포츠몬스터 실내 스포츠 체험]
고양과 하남 스타필드 내에 위치한 종합 실내 스포츠 센터로 실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코트와 
어드벤처 시설, VR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여 최적의 공간 활용도를 끌어내고 있다. 소규모 팀 

대항전을 즐기기에 적합하다. 

활동 규모 ~400명 

주요 활동장소
고양점: 경기도 고양시, 고양스타필드 4층
하남점: 경기도 하남시, 하남스타필드 4층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영어 팸플릿 구비)

주관사  스포츠몬스터 대표번호 1668-4832, 고양점 단체 010-6342-1625

추가 정보 http://www.sportsmonster.co.kr

스포츠몬스터 실내 스포츠 체험

② 챌린지 액티비티
모험과 도전이 함께하는 야외활동으로 가벼운 도입활동부터 본격적인 미션활동까지 취향껏 난
이도를 선택할 수 있다. 보통 주변에 다른 액티비티 프로그램이나 무료 체험장 등이 함께 있
어 하루 야외 코스를 잡아도 좋고 마무리 활동으로 서로의 소감을 나누며 화합의 시간을 가져보
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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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지 코리아 어드벤처 체험]
챌린지 코리아에서는 실내 탐사 프로그램인 ‘로스트더치만 골드마인’과 여주 챌린지 파크에서
의 야외 어드벤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주 챌린지 파크는 9개의 챌린지 로우코스를 비롯
하여 어드벤처 타워를 중심으로 하는 챌린지 하이코스, 스카이점프와 짚라인 등을 갖추고 있다.

활동 규모 실내: 20~100명, 실외: ~100명(팀당 20명)

주요 활동장소
실내: 로스트더치만 어드벤처 세미나실(출장 가능)
실외: 경기도  여주시, 품실자연관

예상 소요시간 풀코스: 4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챌린지코리아 010-8789-1100

추가 정보 http://www.yapark.co.kr

 챌린지 코리아 어드벤처 체험

[가평 짚라인]
가평 짚라인은 총 길이 2,418m의 코스형 짚라인 체험이다. 7개의 짚라인과 1개의 출렁다리가	
난이도 별로 준비되어 있는데, 1코스부터 하나씩 적응하다 보면 528m의 가장 긴 8코스까지도	
정복할 수 있다. 경기도 용인, 충청북도 충주, 경상북도 문경에서도 짚라인을 즐길 수 있다. 

활동 규모 ~200명(팀당 10명)

주요 활동장소 경기도 가평군, 칼봉산 휴양림 일대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짚라인코리아 1588-5219

추가 정보 http://www.ziplinegapyeong.co.kr/gapyeongindex.php

가평 짚라인

[캠프 그리브스 ‘태양의 후예’ 체험]
캠프 그리브스는 민간인 통제구역인 DMZ 내에 있는 평화안보 체험시설이자 드라마 ‘태양의 후
예’ 촬영지이다. 드라마처럼 군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거나 군번줄 만들기 등 군대체험활동을	
할 수 있고 제3땅굴 등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는 견학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통제구역내	
시설이므로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활동 규모 20~150명 

주요 활동장소 경기도 파주시, 민통선 내, 캠프 그리브스

예상 소요시간 군복 체험: 30분, 프로그램 전체: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캠프 그리브스 031-953-6984

추가 정보 http://www.facebook.com/CampGreaves.KOREA

캠프 그리브스

이색 체험 

2018년 4월 말레이시아 건강식
품회사인 Naturally Plus 인센티
브 관광단이 캠프 그리브스를 찾았
다. 이들은 ‘태양의 후예’ 프로그램
에 참여해 군번줄 만들기, 군복 입
고 기념사진 찍기, 태양의 후예 장
면 크로마키 촬영 등 특별한 한류문
화를 즐겼다.    
- 경기 관광공사 자료 제공

Naturally Plus가 
체험한 태양의 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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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아일랜드 힐링 체험]
허브를 통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는 허브아일랜드에서는 다양한 허브 볼거리와 함께 직
접 재배한 허브를 이용한 공예 체험과 아로마테라피 체험을 할 수 있다. 연회시설과 식음료 시설
을 갖추고 있으며, 밤이 되면 불빛동화축제가 시작되어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활동 규모 ~70명(팀당 20~30명)

주요 활동장소 경기도 포천시, 허브아일랜드 내 체험장

예상 소요시간 공예 체험+테라피 체험+관람+식사: 4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허브아일랜드 1644-1997, 031-535-6494, 
허브아일랜드 체험장 031-535-0913

추가 정보 http://www.herbisland.co.kr

허브아일랜드 힐링 체험

[에버랜드 명품 숲 체험]
단체 고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국내 최대 은행나무 군락지에서 진행되는 숲 체험 프로그램으로	
에버랜드 옆에 위치한다. 숲 트레킹, 명상, 음악회 등을 즐길 수 있다.

활동 규모 ~200명(명상요가 20인 이상, 트레킹 50명 이상, 음악회 150명 이상시 진행)

주요 활동장소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예상 소요시간
명상요가: 1시간, 트레킹: 2시간,
음악회: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에버랜드 기업단체 상담 031-320-9615

추가 정보
http://www.everland.com
http://www.everland.com/everworkshop/index.html

에버랜드 명품 숲 체험

[쁘띠프랑스 스탬프 투어]
한국에서 만나는 작고 아름다운 프랑스마을을 표방하는 쁘띠프랑스는 대표적인 경기북부 관광
지이다. 마리오네트 공연, 마임공연이나 오르골 시연 등 시간별로 열리는 공연도 즐기고 쁘띠프
랑스 마스코트인 어린왕자를 테마로 준비된 스탬프 투어도 떠나보자.

활동 규모 ~2,000명

주요 활동장소 경기도 가평군, 쁘띠프랑스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쁘띠프랑스 031-584-8200, 010-8902-4847 

추가 정보 http://www.pfcamp.com

 쁘띠프랑스 스탬프 투어

2018년 인도네시아 화장품 판매	
회사인 MCI(Millionaire Club 
Indonesia) 임직원 약 2,100명이	
인센티브관광을 위해 경기도 주요	
관광지를 찾았다.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12회에 나
눠 쁘띠프랑스를 방문한 이들은 환
영배너에 반가운 함성을 올렸다. 한
류 열기를 대변하듯 쁘띠프랑스 곳
곳의 드라마 촬영지를 보며 기념촬
영을 하는 모습이 이어졌고 마리오
네트 공연을 보고 쁘띠프랑스 마스
코트인 어린왕자 스토리를 찾아보
면서 즐거운 시간을 즐겼다. 
-경기 관광공사, 쁘띠프랑스 자료 제공

MCI가 체험한
쁘띠프랑스



대한민국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북 지역별 추천 활동    |    유니크베뉴 추천    |    한국관광공사 MICE 유치지원 시스템

054 055

G
Y

E
O

N
G

G
I

-
D

O

[BBQ 올리브치킨캠프]
제너시스 BBQ에서 운영하는 치킨전문 교육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간식인 치킨을 취향별로	
선택해서 직접 만들고 맛볼 수 있다. 치킨 외에도 피자나 물비누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고 맥주
와 함께 이벤트 진행도 가능하다.

활동 규모 20~50명

주요 활동장소 경기도 이천시, 제너시스 치킨대학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제너시스 치킨대학 031-635-8461

추가 정보 http://www.ckuniversity.com

 

 BBQ 올리브치킨캠프

[산머루 와인 체험]
친환경 농법으로 머루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드는 파주 산머루농원에서는 산머루 농장 체험과	
와이너리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와인 생산시설 및 숙성 터널을 관람하고 머루 쨈이나 와
인 만들기 등 향기로운 체험을 즐겨보자.

활동 규모 ~400명 

주요 활동장소 경기도 파주시 감악산 주변, 산머루농원

예상 소요시간 와인 체험+쨈 만들기: 1시간 1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산머루농원 031-958-4558, sanmeoru1979@naver.com

추가 정보 http://www.seowoosuk.com

산머루 와인 체험

[유리섬 유리 체험]
유리로 만든 공예품들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공간으로 넓은 전시장과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평상시 자주 접하는 유리 소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이색체험을 해보자. 불을 다루는 체험은	
소수인원일 경우만 가능하다.

활동 규모 ~200명 

주요 활동장소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유리섬박물관

예상 소요시간 샌딩 체험: 3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유리섬 032-885-6262

추가 정보 http://www.glassisland.co.kr

유리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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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랜드 공예체험]
평강랜드에 가면 암석원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생태정원과 업사이클링 작품을 만나볼 수 있
다. 숲 해설사로부터 자연의 이야기를 듣고 천연화장품, 목공예, 공기정화식물 꾸미기 등 자연에
서 얻은 재료를 활용한 친환경 공예체험을 해보자.  

활동 규모 ~120명(숲 해설: 팀당 25~30명)

주요 활동장소 경기도 포천시, 평강랜드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평강랜드 031-532-1779

추가 정보 http://www.peacelandkorea.com

 평강랜드 공예체험

	 	 [그린영농조합 와이너리 체험]
	 	 포도산지로 유명한 대부도에 위치한 와이너리로 와이너리 투어와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주관사: 그린영농조합 032-886-9873
	 	  추가 정보: http://www.grandcoteau.co.kr

	 	 [추억의 청춘뮤지엄 복고체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1970년대 한국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복고체험	
	 	 시설이다.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주관사: 추억의 청춘뮤지엄 031-775-8907
	 	  추가 정보: http://www.retromuseum.co.kr

	 	 [제부랜드 레저체험]
	 	 단체 워크숍 장소로 이름난 제부도에서 ATV나 모터보트로 액티비티를 즐	
	 	 겨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
	 	  주관사: 제부랜드 031-357-5658
	 	  추가 정보: http://제부랜드.kr

50인 이하
소규모
활동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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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국제공항

40
km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

울산

경주

부산
광주

서울인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제주국제공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0km

* 국제공항에서 컨벤션센터까지 거리

세계7대 자연경관에 빛나는 제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보물섬이 되고 있
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탁월한 접근성, 다양한 이벤트와 최상의 MICE 인프라
가 모여 있는 제주에서 최고의 시간을 누려보자.

 핵심 컨벤션센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지역 뷰로: 제주컨벤션뷰로, http://www.jejucvb.or.kr, 064-739-2206  

아시아 대표 
휴양형 MICE 도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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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의 보물섬 제주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순간을 느껴보자.

① 전통 공예 체험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연에서 재료를 빌리고 손끝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한국 전통 공예
의 특징이다.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아름다움을 배워보자.   

[우리모영놀게마씸]
‘우리모영놀게마씸’은 척박한 제주도에서 살아가려고 힘을 합쳐야 했던 제주도민의 삶의 반영
한 조직강화 프로그램으로 제주지역 MICE 팀빌딩 제안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한 프로그램이다. 
자연염색 체험활동과 물허벅 채우기 등 제주의 특색을 살린 단체 게임, 전통 다과 체험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활동 규모 ~100명

주요 활동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일출랜드 아트센터

예상 소요시간 3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일출랜드 064-782-7654

추가 정보 http://www.ilchulland.com

3. 제주

추천 활동 

J E J U - D O

한국 문화 체험 

우리모영놀게마씸

[일출랜드 자연염색 테마파티]
일출랜드에서 직접 길러낸 푸른 염료인 ‘쪽’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천연염료를 이용하여 손수건
이나 스카프 등을 염색해보자. 서로 힘을 합쳐 염색이 진행될수록 함께하는 사람들도 서로 물들
어간다. 염색물이 마르는 동안 일출랜드 관람이나 팀대항 미니게임을 함께하면 더욱 즐겁다.

활동 규모 ~100명

주요 활동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일출랜드 아트센터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일출랜드 064-782-7654

추가 정보 http://www.ilchulland.com

일출랜드 자연염색 테마파티

일출랜드
----------------------------------------------------------

천연 용암동굴인 미천굴을 중심
으로 작은 오름(기생화산)과 다양
한 식물군이 모여 있어 자연의 힘
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다. 제주의 토속적인 내용들로 꾸며
진 공원 곳곳과 식물원, 아트센터, 
부대시설 등 생각보다 꽤 큰 일출랜
드 전체가 정성스레 가꾸어져 있다.  

방문 장소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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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 마을 체험  
특색을 살려 준비해 둔 개성 넘치는 지역 마을 체험은 한국인의 특징인 정과 고유의 문화를 즐
길 수 있어 좋다. 다양한 공예와 놀이를 체험하고 구석구석 동네 탐방을 나서보자.

[신풍리 제주마을 문화체험]
성읍민속마을과 인접한 신풍리에서는 방떡만들기, 집줄놓기, 야생초 천연 염색 등 계절마다 어
울리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폐교를 정비한 수련원 숙소나 전통방식 그대로의 마
을 저수지 등 옛 모습을 간직한 마을체험 역시 설레는 시간이다.  

활동 규모 제한 없음

주요 활동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어망아방잔치마을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어멍아방잔치마을 064-782-7445, 010-8853-5958

 신풍리 제주마을 문화체험

[9.81파크 레이싱 체험]
애월에 위치한 9.81파크에서 짜릿한 그래비티 레이싱을 즐겨보자. 그래비티 레이싱은 별도의
동력 없이 중력만을 이용해 긴 경사 구간을 내려오는 어드벤처 활동이다. 실내에도 다양한 스크
린스포츠 체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날씨와 상관없이 활동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고, 9.81어플
을 활용하면 긴장감 넘치는 우리들만의 리그전을 펼칠 수도 있다.

활동 규모 ~200명 

주요 활동장소 제주도 제주시 애월, 9.81파크

예상 소요시간 2~3시간(레이싱 1회: 2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9.81파크 1833-9810

추가 정보 http://www.981park.com

스포츠

불타는 경쟁, 신나는 레이싱 
9.81파크 즐기기

 9.81파크 레이싱 체험

[에코 드럼써클]
공연체험은 팀원들이 연주기술을 공유하고, 하모니를 맞춰볼 때 완성되기에 단합과 협동심 기르	
기에 제격인 팀빌딩활동이다. 드럼, 카혼, 봉고, 마라카스 등 전 세계의 다양한 타악기로 숲속 작
은 음악회를 열어보자.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출장 또는 맞춤 장소 제안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디스커버 제주 050-5558-3838

추가 정보
http://www.discover-jeju.com
http://www.facebook.com/discoverjeju

에코 드럼써클

주행기록 및 순위가 공개되는 레이
싱은 기본적으로 스릴을 즐기는 개
인 체험이지만 9.81 파크에는 함
께 해서 더 즐거운 반전 매력이 숨
어있다. 바로 ‘어른이 놀이터’를 테
마로 한 팀빌딩 프로그램이다. 레
이저 총으로 즐기는 서바이벌 게임
인 ‘갤럭시 아레나’로 팀원간 공감
대를 형성한 후 SNS에서 유명세
를 치르고 있는 보틀플립, 그래비티
볼 등 팀대항 미니게임을 치르면 응
원 열기가 무르익는다. 여기에 전
광판에 기록되는 레이싱 주행기록
이 엎치락뒤치락하며 경쟁을 더하
면 왠지 어색했던 분위기는 까마득
히 멀어지고 열띤 응원 속에 자연스
럽게 하나가 되어 제주에서의 추억
을 물들인다.   
-자료제공: 제주9.81 파크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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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전통복장 입고 해녀문화 체험]
전통복장을 입고 제주만의 고유문화인 해녀문화에 대해 알아보자. 해녀들의 작업장인 ‘해녀의 
집’을 방문해서 현직 해녀들의 이야기도 듣고 해녀들의 입수현장도 관람할 수 있다. 해녀복이나 
전통한복, 생활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것도 놓칠 수 없는 재미이다. 해녀들이 갓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을 구입할 기회도 있다.   

활동 규모 20~100명

주요 활동장소 용두암 해녀의 집 일원

예상 소요시간 2시간(환복 및 준비시간 별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주관사  ㈜ 더 플래닛 제주 010-6832-5878

추가 정보 http://www.theplanetjeju.com

w

제주전통복장 입고 해녀문화 체험

[올레걷기]
제주에는 걸어서 여행하는 이들을 위해 해안가를 따라 425km에 달하는 26개 올레길이 펼쳐져	
있다. 사전에 길동무를 신청하면 길을 걷는 동안 만나는 제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는 외국인을 위한 함께 걷기 코스도 무료로 진행된다.  

활동 규모 제한 없음(12인당 외국어 길동무 1인 배치)

주요 활동장소 제주도 해안도로 26개 코스 중 선택

예상 소요시간 1시간(코스, 시간 선택 가능)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주관사 
사단법인 제주 올레 070-4264-8882, dlfgo0607@jejuolle.org 
외국어 길동무 퐁낭 064-762-2173

추가 정보 http://www.jejuolle.org

이색 체험 

w

올레걷기

[디스커버 제주 공감여행]
제주의 숲속 마당에서 심리상담사와 함께 사진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고 서로를 알아보자. 함
께하는 사람들과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단체에게 추천한다.  

활동 규모 20~70명(팀당 30명)

주요 활동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애월읍 갤러리 카페 라포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디스커버 제주 050-5558-3838

추가 정보
http://www.discover-jeju.com
http://www.facebook.com/discoverjeju

 디스커버 제주 공감여행

2019년 6월 제주에서 KOPIST 고
위급 정책포럼이 열렸다. 11개
국 대표단과 국내외 학계 및 관
광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한 이
번 포럼은 관광을 통한 공생방
안 논의에 이어 관광정책 현장 방
문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제주 올
레길 6코스 등 주요 관광지를 둘
러보고 서로에 대해 마음을 여
는 ‘공감여행’에 참여했다.  참여
자들은 이슬비가 옅게 내리는 제
주의 안뜰에서 전문 상담사의 진
행 아래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
울이고 미리 준비해온 사진을 통
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내로 자
리를 옮겨서 진행된 심화시간에
는 1:1로 매칭하여 더 진솔한 이야
기를 나누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
었다. 
-2019.06.19. 제주신보 기사 및 
 디스커버 제주 제공자료 재구성

KOPIST와 함께 한
공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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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 제주 다도의 숲 Premium]
다도의 숲은 차 전문가와 함께하는 제주 야생차 체험이다. 편백 숲을 산책하며 피톤치드 가득한	
힐링 체험과 야생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차 예절을 배우고 직접 만든 야생차와 다식을	
즐기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며 내면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자연휴양림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디스커버 제주 050-5558-3838

추가 정보
http://www.discover-jeju.com
http://www.facebook.com/discoverjeju

디스커버 제주 다도의 숲 Premium

[도판만들기]
제주 흙으로 개별 도판을 만든 후 우리만의 큰 그림을 완성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2시간(소성에 추가시간 소요됨)
 주관사: 일출랜드 064-782-7654
 추가 정보: http://www.ilchulland.com

[야생 돌고래탐사]
돌고래를 찾아 작은 배를 타고 짧은 모험을 떠나보자.
 예상 소요시간: 50분
 주관사: 디스커버 제주 050-5558-3838
 추가 정보: http://www.discover-jeju.com

                    http://www.facebook.com/discoverjeju

[기차자전거]
기차처럼 연결된 자전거를 타고 즐기는 제주 해안가 트레킹. 하도코스와	
돌고래코스가 있다.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주관사: 홍바이크 064-782-7838
 추가 정보: http://www.hongbikes.com

	

[이음새 감물염색]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누렸던 제주 고유 문화인 감물염색을 전통방법으
로 체험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주관사: 탐나오 1522-3454, 하이제주 064-741-8782, 010-6789-1944
 추가 정보: http://www.tamnao.com

[해녀의 태왁 체험]
세계인류무형유산의 해녀의 삶과 태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제주의 전통이 어린 미니태왁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주관사: 탐나오 1522-3454, 해녀의 태왁 064-782-6347, 010-5192-1547
 추가 정보: http://www.tamnao.com

[글라스 퓨징 체험]
유리조형예술 체험 테마파크인 제주 유리의 성에서 800℃고온으로 서로 
다른 색상과 두께의 유리를 녹여 붙이는 유리조형 체험을 해보자. 완성된 
작품은 다음날 가져갈 수 있다. 
 예상 소요시간: 30분
 주관사: 제주 유리의 성 064-772-7777
 추가 정보: http://www.jejuglasscastle.com

50인 이하
소규모
활동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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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상남도

거창

양산

밀양

창원

김해

거제통영

고성

진주

사천

함안

의령

창녕
합천함양

산청

하동

남해

울산

부산

벡스코

김해국제공항

37km37km
20km20km

50
km

50
km

창원컨벤션센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

부산
광주

서울인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세종

경주

울산

김해국제공항
 부산: 벡스코 20km
 울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50km 
 창원: 창원컨벤션센터 37km

* 국제공항에서 컨벤션센터까지 거리

다양한 영화의 배경이 될 정도로 바다와 근대문화유산, 최첨단 건물들이 어우러
져 있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첨단 시설의 편리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누
려보자.

 핵심 컨벤션센터: 벡스코
 지역 뷰로: 부산관광공사, http://www.bto.or.kr, 
                      simon6306@bto.or.kr, 051-780-2184

해양과 영화의 도시

[부산]

산업도시 명성 뒤에 
숨겨진 또다른 매력 

[울산]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주도한 울산은 선사시대 반구대암각화부터 태화강 국가
정원을 거쳐 영남알프스에 이르기 까지 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도시이다. 
울산의 숨겨진 매력에 주목해보자.

 핵심 컨벤션센터: 울산전시컨벤션센터(2021년 개관예정)
 지역 뷰로: 울산도시공사, http://www.umca.co.kr, ischoi@umca.co.kr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MICE 목적지 
[경상남도]

최적의 MICE 목적지로서 색다른 체험으로 추억을 새길 수 있는 곳, 쉼표가 필
요한 당신에게 제안하는 또 다른 세상, 자연과 산업이 어우러진 MICE 목적
지 경상남도에서 쉼과 더 큰 에너지를 느껴보자.

 핵심 컨벤션센터: 창원컨벤션센터
 지역 뷰로: (사)경남컨벤션뷰로, http://www.gncvb.or.kr, 
                      gncvb@gncvb.or.kr



대한민국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북 지역별 추천 활동    |    유니크베뉴 추천    |    한국관광공사 MICE 유치지원 시스템

070 071

B
U

S
A

N

부산은 바다를 품은 자연과 전통문화, 최신시설이 어우러져 활기 넘치는 도시이다. 부산을 닮아 
재미와 매력으로 똘똘 뭉친 체험 활동을 즐겨보자.  

① 한식 요리 체험
한식은 다채로운 맛과 빛깔을 자랑하는 음식이 많다. 그만큼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고 재료 손질
에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져야 하기에 팀빌딩 활동으로도 제격이다. 각자 역할을 맡아 재료
를 다듬고 함께 재료를 섞다 보면 낯선 한식도 맛있어지고, 곁에 있는 동료의 존재는 더욱 든든
해진다.

[동아학원 한식 체험]
한국음식의 묘미는 손맛이다! 전문강사의 노하우로 맛내기 비법을 전수받아 직접 한식요리를  
만들어보자. 대중적인 길거리 음식부터 김치, 궁중요리까지 다양한 요리선택이 가능하다.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부산시 동구, 동아요리학원

예상 소요시간 2시간(협의가능)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동아요리커피학원 051-818-3000

추가 정보 http://www.cook3000.co.kr

4-1. 부산

추천 활동 

B U S A N

한국 문화 체험 

[연효재 발효문화학교]
막걸리, 전통주, 고추장 등 한국만의 발효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전통 발효음식들을 만들어보자.

활동 규모 ~70명 

주요 활동장소 부산시 남구, 연효재 스튜디오

예상 소요시간 1시간~1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연효재 051-636-9355, ynj@ynjschool.com

추가 정보
http://www.ynjschool.com
http://www.youtube.com/channel/UCQFopdhfwjlLt6jYbLCQdEg  
http://blog.naver.com/ynjschool8

 

 연효재 발효문화학교

[부산쿠킹클래스 요리 체험]
부산 특산물을 활용하여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들로 구성된 한식 요리강습을 진행한다. 
다도 체험 및 시장투어 프로그램을 함께 해도 즐겁다. 

활동 규모 ~60명

주요 활동장소 부산시 서구 토성역 인근, 부산쿠킹클래스 

예상 소요시간 2시간~3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부산 쿠킹클래스 051-951-1220

추가 정보
http://www.busancookingclass.com
http://www.instragram.com/busancookingclass

싱가포르 인센티브투어 단체가 연
효재를 찾아 전통 김치 담그기 체
험을 진행했다. 깔끔하게 앞치마
를 두르고 오늘의 체험을 시작한
다. 전문가 선생님의 시연을 시작
으로 정갈하게 준비된 재료들을 손
수 다듬어 김치 속을 만든다. 팀별
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손놀
림이 바빠진다. 빨갛게 준비된 양
념에 김치를 버무리는 순간은 사
뭇 진지하기까지 하다. 나도 모르
게 양념 하나까지 놓치지  않기 위
해 애쓰는 모습들이 인상적이다. 
팀별로 예쁘게 담아낸 김치에 연효
재에서 준비한 수육을 함께하니 저
절로 웃음꽃이 피어오른다.  
-자료제공: 연효재

연효재 김치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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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쿠킹클래스 요리 체험

② 전통 공예 체험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연에서 재료를 빌리고 손끝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한국 전통 공예의 
특징이다. 장인정신과 함께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아름다움을 배워보자.  

[부산도예센터 도자기 체험]
손끝으로 흙에서 전해져오는 생명력을 느껴보자. 차근차근 설명을 따라가다보면 초보자도 나만
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

활동 규모 ~100명

주요 활동장소 부산시 기장군, 부산도예교육센터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부산도예교육센터 010-2552-2081

추가 정보
http://busanceramics.co.kr
http://blog.naver.com/artdean

 부산도예센터 도자기 체험

③ 전통 문화 체험
전통문화 체험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보고 인증샷 남기기, 체험 내용 팀
별 대항 등으로 이루어진다. 간단한 전통놀이 등을 곁들여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색다른 경험
을 해보자.   

[동래 학춤 체험]
동래 학춤은 부산시 무형문화재 3호로 지정된 고품격 전통 공연이다. 전수자에게 직접 학춤의  
우아한 동작을 배워보자.

활동 규모 ~100명(팀당 35명)

주요 활동장소 부산시 금정구, 이화풍류문화원

예상 소요시간 2시간~4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이화풍류문화원 010-5553-3360

추가 정보 http://cafe.daum.net/hakchum

동래 학춤 체험

[용두산공원 한복 체험]
한복을 고르면 그에 어울리는 액세서리와 머리모양까지 맞춰주니 옷태가 절로 난다. 한복을 곱
게 입고 용두산 공원 내 미션장소를 찾아 투어도 하고 인생샷도 남겨보자.

활동 규모 30~1,000명

주요 활동장소 부산시 중구 용두산공원, 아담(한복남 부산타워점)

예상 소요시간
2시간
(플레시몹 또는 한복체험 활동 포함)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아담_한복남 010-6485-8507, hanboknams@naver.com

추가 정보 http://www.hanboknam.com

용두산공원은 부산타워 전망대가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진입하
는 공원 진입로와 공원 내 산책로
가 예뻐서 많은 이들이 찾는다. 
부산관광공사는 용두산공원 옛 돌
담 쉼터 자리에 ㈜한복남과 함께 한
복 체험관 ‘아담’을 설치, 운영하
고 있다. 한복을 입고 부산타워와 영
화체험 박물관 같은 주변 관광지
를 이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원 내 잘 알려지지 않은 핫플
레이스 10선을 뽑아 ‘한복 입고 인
생샷 SNS 해시태그’(#한복체험 	
#용두산공원) 이벤트도 진행했다. 
- 2019.7.1. 부산일보 기사 재구성

한복 입고 이색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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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산공원 한복 체험

④ 지역 마을 체험
특색을 살려 준비해 둔 개성 넘치는 지역 마을 체험은 한국인의 특징인 정과 고유의 문화를 즐길 
수 있어 좋다. 다양한 공예와 놀이를 체험하고 구석구석 동네 탐방을 나서보자.  

[감천문화마을 체험]
구불구불 골목길 따라 벽화와 풍경이 아름다운 마을로 야경도 일품이다. 스템프 투어를 만들거
나 간단한 미션게임을 함께해도 즐겁다.

활동 규모 제한 없음

주요 활동장소 부산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감천문화마을 051-291-1444

추가 정보 http:// www.gamcheon.or.kr

 

감천문화마을 체험

감천문화마을은 파도처럼 굽이
치는 골목마다 역사와 문화, 예술
이 숨쉬는 감성도시이다. 주민들
이 실제로 살고 있는 생동감 넘치
는 마을로 마을주민들과 예술가, 
활동가와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250만 명이 매년 이곳
을 찾고 있으며 이중 60%는 외국
인이다. 이곳을 찾은 단체관광객들
은 단체 점프 사진촬영, 유니크사
진 콘테스트, 제기차가, 2인 3각 이
어달리기 등 알록달록한 마을을 배
경으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간다.  

감천문화마을 팀빌딩

[흰여울문화마을 체험]
바다 바로 앞 축대 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건물과 정박 중인 배들이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내
는 흰여울문화마을은 부산의 산토리니라 불리며 사랑받고 있는 문화관광지로 수많은 영화 작품
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활동 규모 제한 없음

주요 활동장소 부산시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흰여울안내소 051-419-4067

추가 정보 http://huinnyeoul.co.kr

흰여울문화마을 체험

[두루팜 자연생태체험]
시기에 따라 딸기체험, 블루베리 체험이 진행된다. 넓은 농장에서 수확체험을 하고, 직접 수확한	
과일로 피자, 잼, 와플 등을 만들어 작은 파티를 열어보자.

활동 규모 20~500명

주요 활동장소 부산시 강서구, 두루팜 농장

예상 소요시간
딸기: 12월~다음해 5월, 
블루베리: 6월~8월
*체험당 1시간~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가람edu 070-8777-8322, 010-2553-8322

추가 정보 http://www.duruf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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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팜 자연생태 체험

⑤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활동은 예불참가, 사찰예절 등 일부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만 명상, 산책, 한국 
전통 가락 체험, 다도체험 등 나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문화체험이 주를 
이룬다. 고즈넉한 산사에서 동료와 함께 내면을 가꾸는 시간을 가져보자.

[홍법사 템플스테이]
국내 최대 좌불상이 반겨주는 홍법사는 도심과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열린 불교를 지향하는 홍
법사에서 한국 전통 가락 배우기, 소원주, 지혜의 등불 만들기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자.  

활동 규모 ~120명

주요 활동장소 부산시 금정구, 홍법사

예상 소요시간
체험형, 휴식형: 15:00~익일 12:00,
템플라이프(반일형): 2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홍법사 051-508-0345

추가 정보 http://www.busanbuddhism.net

[선암사 템플스테이]
기도, 참선(명상), 갈맷길 걷기, 차담 등으로 마음이 쉬어가는 시간이 펼쳐진다. 문화체험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면 당일형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활동 규모 ~200명

주요 활동장소 부산시 부산진구, 선암사

예상 소요시간
휴식형: 15:00~익일 11:00,
당일형: 3~5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선암사 051-805-7573

추가 정보 http://www.sunamsa.or.kr

스포츠

 선암사 템플스테이

① 수상스포츠
수상스포츠 체험은 육상에서 기본 교육과 안전 교육을 이수한 후 전문가의 안전지도하에 팀별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서핑, 카누,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가 준비 
되어 있다.

[서핑에 빠지다]
이론부터 체계적인 강습 후,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아 서핑에 도전해보자.

활동 규모 ~100명(팀당 6~10명)

주요 활동장소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예상 소요시간 2시간(자유 시간 별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서프홀릭 051-701-4851

추가 정보 http://www.surfholic.co.kr, http://cafe.naver.com/wc3jtt

[카누체험]
선수출신 강사진의 지도로 인류 역사와 맞먹을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카누와 친해져보자. 패들
링을 배우고 동료와의 호흡을 맞춰가다보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활동 규모 ~100명(팀당 20명)

주요 활동장소 부산시 경서구, 카누경기장

예상 소요시간 2시간(자유 시간 별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부산광역시 카누연맹 051-941-1556

추가 정보 http://cafe.daum.net/busancan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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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누체험

[조정 레이스]
카누와 비슷하지만 노젓는 방향이 반대이고 좀 더 장거리를 빠른 속도로 즐기는 것이 조정경기
의 특징이다. 팀원들과 힘을 합쳐 물살을 가르는 짜릿함을 즐겨보자.

활동 규모 ~100명 

주요 활동장소 부산 강서구 조정경기장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부산조정협회 051-973-2017

② 실내스포츠 
날씨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팀별 화합과 성취감 획득에 
초점을 맞춰 팀당 구성인원, 시간, 규칙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레전드히어로즈 스크린스포츠]
야구, 축구, 양궁, 볼링, 컬링, 캔디슬래시, 액션 레이싱, 사격, 야구 피칭 등 다양한 스크린스포츠
를 한 곳에 모았다. 

활동 규모 ~70명(전체 대관 가능)

주요 활동장소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2층 레전드히어로즈 

예상 소요시간 1시간~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레전드히어로즈 070-8823-1379

추가 정보 http://www.legendheroes.co.kr

''

 레전드히어로즈 스크린스포츠

③ 서바이벌 게임 
팀빌딩 활동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서바이벌게임은 맞으면 페인트가 터지는 특수 장비를 사
용하기 때문에 페인트볼 스포츠라고도 한다. 보호구와 공격용 특수장비를 착용하면 어느새 전
장의 노련한 스나이퍼가 된 듯하지만 오늘의 승패는 등을 맞댄 동료와의 단합이 좌우함을 잊
지 말자. 깃발 탈취전, 전멸전, 적진의 숨겨진 대장을 찾아 전사시키는 대장전 등 다양한 형태
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좋은 서바이벌_송정 교장]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마지막까지 생존을 위해 싸워라! 부산과 경남	
일대 원하는 지역에서 서바이벌 경기를 즐길 수 있다.

활동 규모 ~100명

주요 활동장소 부산 송정 혹은 경남 양산 좋은서바이벌 교장(출장 가능)

예상 소요시간 2시간~3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좋은 서바이벌 051-337-0897, 010-3868-0897

추가 정보 http://www.goodsurvival.co.kr

좋은 서바이벌_송정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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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스타 크루즈]
우리만의 공간에서 즐기는 바다 위 지상낙원. 크루즈에 탑승해 부산 연안과 환상적인 야경을 감
상할 수 있으며, 밤 9시에는 선상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된다. 크루즈 전체 대여도 가능하다. 

활동 규모 10~450명 

주요 활동장소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출발 태종대, 동백섬, 광안리 일원

예상 소요시간
원나잇크루즈: 1박 2일
(토요일 17:00~일요일 9:30)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주관사  팬스타 크루즈 1577-9996

추가 정보 http://www.panstar.co.kr, http://www.panstarcruise.com

팬스타 크루즈

[요트탈래 요트 체험]
수용만 요트경기장에서 팀별로 요트를 나눠 타고 마린시티, 동백섬, 광안리를 돌아오자. 일몰 시
간 앞뒤로 변하는 부산 풍경이 매력적이다. 

활동 규모 ~200명(요트당 20~35명)

주요 활동장소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요트탈래 1599-1789

추가 정보 http://www.yachttale.com, http://blog.naver.com/yachttale

2017년 6월, 사할린으로 끌려간 강
제징용 동포의 4세대 후손 청소년 
20명이 부산을 찾았다. 이들은 부
산 용호만을 찾아 다이아몬드베이 
요트에 탑승에 부산 앞바다를 구경
하며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사에 가
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 2017.6.16. News1 기사 중 발췌

다이아몬드베이 요트 체험

요트탈래 요트 체험

[다이아몬드베이 요트 체험]
다이아몬드베이에서 출발하며 오륙도 코스와 해운대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프라이빗 투어에는	
케이터링 등 맞춤형 코스와 서비스가 준비된다.

활동 규모 ~240명(요트당 80명)

주요 활동장소 부산 동래구, 다이아몬드베이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다이아몬드베이 051-900-1541, 010-2978-4996

추가 정보 http://www.diamondbay.co.kr

[요트북 요트 체험]
원하는 시간과 인원에 따라 가장 최적의 요트 체험 상품을 제공한다.

활동 규모 10명~

주요 활동장소 부산, 통영 등 원하는 지역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요트북 051-714-0804

추가 정보 http://www.yachtbook.co.kr, http://www.youtube.com/watch?v=Lt3UpFVXXCM

요트북 요트 체험

이색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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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쿠치나 쿠킹클래스]
가정에서 즐기는 세계인의 요리를 배워보자. 간단하지만 예쁜 요리들이 많아 파티 푸드로도 좋
고, 상황을 설정해 팀별로 누가 더 잘 어울리는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대항전을 펼쳐도 재미있다.  

활동 규모 ~60명 

주요 활동장소 부산시 해운대구, 경남정보대학교 센텀캠퍼스 내

예상 소요시간 3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라쿠치나 아카데미 051-950-6038

추가 정보
http://web.kit.ac.kr/lacucina 
http://www.instragram.com/lacucina_academy

 라쿠치나 쿠킹클래스

[본 어묵 요리 체험]
국립해양박물관 1층에 마련된 어묵체험관으로 생선살을 이용하여 미니피자 어묵이나 핫도그	
어묵 등을 만들어볼 수 있다. 체험 후 조리되는 시간동안 해양박물관을 둘러보고 오면 맛있는 어
묵이 완성되어 있다.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부산시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내 어묵체험관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부산 본어묵 051-403-4859

추가 정보 http://busanborn21.modoo.at

본 어묵 요리 체험

	 	 [삼진어묵 어묵요리]
	 	 어묵칼과 성형틀을 활용하여 나만의 수제어묵 레시피를 만들어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40분
	 	  주관사: 삼진어묵 051-412-5468
	 	  추가 정보: http://www.samjinstory.com, http://cafe.naver.com/samjinfood

	 	 [와일드웨이브 맥터디]
	 	 수제 양조장에서 맥주의 매력을 배워보고 직접 시음도 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4시간
	 	  주관사: 와일드웨이브 051-702-0839
	 	  추가 정보: http://www.wildwavebrew.com

	 	 [범어사 템플스테이]
	 	 스님과의 차담, 명상, 108배 염주 만들기를 진행하며 차분해지는 나를 느껴보자.
	 	  예상 소요시간: 14:00~익일 10:00
	 	  주관사: 범어사 051-508-5726
	 	  추가 정보: http://www.beomeo.kr

	 	 [내원정사 Meditation for the foreigners]
	 	 내면을 치유하는 외국인 전용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다.
	 	  예상 소요시간: 13:30~익일 11:30
	 	  주관사: 내원정사 051-242-0691
	 	  추가 정보: http://www.naewonjungsa.org

50인 이하
소규모
활동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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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산업이 발달해온 울산은 한국인의 장인 정신과 창조정신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역사의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을 즐겨보자.

① 전통 공예 체험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연에서 재료를 빌리고 손끝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한국 전통 공예의 
특징이다. 끈기를 가지고 집중하는 장인 정신과 함께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아름다움을 배워
보자.  

[외고산 옹기마을 옹기 체험]
옹기는 한민족만이 가지는 독특한 음식 저장 용기로 ‘숨 쉬는 그릇’으로도 알려져 있다.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흥겨운 퍼포먼스와 함께 옹기 장인의 작업장을 둘러보고 직접 옹기를 만들어보자.

활동 규모 ~150명

주요 활동장소 울산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옹기 아카데미

예상 소요시간 옹기 체험: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외고산 옹기마을 052-237-7893

추가 정보 http://onggi.ulju.ulsan.kr

4-2. 울산

추천 활동 

U L S A N

한국 문화 체험 

외고산 옹기마을 옹기 체험

② 한식 요리 체험 
한식은 다채로운 맛과 빛깔을 자랑하는 음식이 많다. 손끝의 감각을 살려 체험을 진행하다 보면 
낯선 한식도 맛있어지고, 곁에 있는 동료의 존재는 더욱 든든해진다. 

[떡마마 한식 디저트 체험]
쌀로 만드는 오란다, 딸기 찹쌀떡 등 알록달록 색도 예쁘고 맛도 좋은 전통 다과나 쌀 클레이를 
활용한 먹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다. 다과뿐 아니라 최근 주목받는 한국식 마카롱이나 
앙금 플라워 등의 체험도 가능하다.

활동 규모 ~100명 

주요 활동장소 출장 강의 진행

예상 소요시간 쌀 오란다: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떡마마아트 010-5534-9646

추가 정보 http://blog.naver.com/su774747

떡마마 한식 디저트 체험

외고산 옹기마을
-----------------------------------------------------------
국내 최대의 집단 옹기촌인 외고산	
옹기마을은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흙질이 좋아 옹기 생산에 적격이
다. 옹기마을은 전통기술의 보존
은 물론 현대적 감각을 불어넣어	
옹기의 가치를 키워나가고 있는 곳
이다. 마을 체험 외에도 옹기 박물
관과 울주 민속박물관이 함께 있
어 다양한 지식 경험에도 좋다.  

방문 장소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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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개떡방 다과 체험]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떡과 유과를 만들어보자. 봄에 피는 진달래꽃을 이용한 진달
래 화전, 쑥을 넣은 쑥개떡 등 계절별로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전통 다과를 접해볼 수 있다.

활동 규모 ~120명 

주요 활동장소 울산시 울주군, 다개떡방

예상 소요시간 떡 2종류+유과 1종류 체험: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다개떡방 052-263-6084, 010-8909-6084

추가 정보
http://www.다개떡방.kr
http://www.instagram.com/dageadduk2015

다개떡방 다과 체험

③ 지역 마을 체험 
특색을 살려 준비해 둔 개성 넘치는 지역 마을 체험은 한국인의 특징인 정과 고유의 문화를 즐
길 수 있어 좋다. 다양한 공예와 놀이를 체험하고 구석구석 동네 탐방을 나서보자. 

[금곡체험휴양마을 팜스테이]
자연식 식사와 공예, 전통음식, 원예 생태, 농작물 수확, 영농 등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분
야의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자연의 품에서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보자.

활동 규모 ~80명

주요 활동장소 울산시 울주군, 금곡체험휴양마을

예상 소요시간 체험 및 식사: 5시간(협의 가능)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금곡체험휴양마을 052-264-6384

추가 정보 http://blog.daum.net/gnbioland

금곡체험휴양마을 팜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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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술령 옻밭마을 농촌체험]
손두부와 인절미를 전통방식으로 만들어보고 트랙터 마차도 타고 초가집도 둘러보자. 계절 따라	
농산물 수확체험이 가능하고 솟대 만들기나 염색체험 등 전통 문화 체험도 가능하다.

활동 규모 ~80명

주요 활동장소 울산시 울주군, 치술령 옻밭체험마을

예상 소요시간 체험 및 식사: 5시간(협의 가능)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치술령 옻밭 농촌체험휴양마을 052-254-8846, 010-5201-8846

추가 정보 http://www.ddasiri.kr/young

치술령 옻밭마을 농촌체험

이색 체험  [고래문화마을 5D 입체영상 체험]
장생포에 위치한 고래문화특구에는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 울산함을 비롯하여 고래에 대
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5D로 실감 나는 고래체험을 한 후 7~80년대 마
을을 재현한 고래마을을 둘러봐도 재미있다.  

활동 규모 제한없음(5D 입체영상관: 80명)

주요 활동장소 울산시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예상 소요시간
5D 영상: 15분,
특구 전체 관람: 4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고래문화마을(5D 입체영상관) 052-226-0980
고래박물관 052-256-6301

추가 정보 http://www.whalecity.kr

고래박물관

[현대자동차 기업탐방]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150만 대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루 평균 6,000여 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 전용부두에는 약 1만 여대의 자동
차가 모여 장관을 이룬다.

활동 규모 협의

주요 활동장소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예상 소요시간 1시간 1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052-215-2232

추가 정보
견학 예약(견학 일정은 매월 첫 근무일에 3개월 단위로 열린다.) 
http://www.hyundai.com/kr/ko/brand/factory-tour/factory-
reservation#/tour_app/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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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기업탐방

[현대중공업 기업탐방]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15%를 생산하는 현대중공업은 100만 톤급 도크와 900톤급 골리앗 크레
인 등 놀란만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역사와 공장 현장을 둘러볼 수 있다.

활동 규모 협의

주요 활동장소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현대중공업 사회공헌팀 052-202-2232, welcome@hhi.co.kr

추가 정보 견학 예약 http://www.hhi.co.kr/Public/pub04

현대중공업 기업탐방

[꽃향 글라스아트]
납땜과 유리 컷팅이 필요 없는 글라스아트로 알록달록 화려한 유리공예
의 세계를 체험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썬캐쳐, 미니 거울 체험-2시간 
 주관사: 꽃향 글라스아트 010-3818-2301
 추가 정보: http://www.instagram.com/ggothyang_glass_art

[복순도가 막걸리 체험]
울산 지역의 쌀과 전통누룩으로 항아리에서 숙성시키는 가양주 형식의	
전통주를 만들어보자.
 예상 소요시간: 20분
 주관사: 복순도가 1577-6746, 010-4870-0244
 추가 정보: http://www.boksoon.com

[우가어촌체험마을 수상레포츠 체험]
물놀이와 수상레포츠를 즐겨보자. 투명카누, 레프팅,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다.
 예상 소요시간: 1시간(체험당) 
 주관사: 우가어촌체험휴양마을 052-293-2009
 추가 정보: http://www.xn--o39aj5xujj02aiv86wura767c.kr

                    http://우가어촌체험마을.kr

50인 이하
소규모
활동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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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깊고 물이 맑기로 유명한 경상남도 지역에는 예로부터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삶의 지혜를 
지켜온 곳이 많다. 옛 모습 그대로 혹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을 
즐겨보자.  

① 전통문화 체험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간단한 전통놀이 등을 곁들여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색다른 경험을 해

보자.  

[남사예담촌 전통문화 체험]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1호로 선정된 바 있는 남사예담촌은 한옥 풍경이 어우러진 전통문화 배움
터이다. 천연 재료를 사용한 염색체험을 비롯해 전래놀이, 약초 주머니 만들기, 전통혼례 체험, 
고택 탐방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활동 규모 ~40명

주요 활동장소 경상남도 산청군, 남사예담촌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남사예담촌 070-8199-7107

추가 정보 http://namsayedam.com

4-3. 경상남도

추천 활동 

GYEONGSANGNAM-DO

한국 문화 체험 

남사예담촌 전통문화 체험

[김해한옥체험관 한복체험]
전통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한옥을 거닐어도 보고 한옥에서 숙박도 해보자. 전통 국악 공연과 공
예체험, 한복체험 등을 엮은 코스 체험도 가능하다.

활동 규모 사전 협의

주요 활동장소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한옥체험관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김해한옥체험관  055-322-4735

추가 정보 http://www.ghhanok.or.kr

 김해한옥체험관 한복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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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촌 한방체험]
산청에서는 지리산과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한의학과 관련된 웰니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약초 향기주머니 만들기에서부터 장수 베개 + 배꼽 왕뜸 등 침술 체험까지 한국 전통 의술의 신
비로운 효능을 체험해보자.

활동 규모 ~30명

주요 활동장소 경상남도 산청군, 동의보감촌 한의학박물관

예상 소요시간 30분(체험당)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동의보감촌 055-970-7216

추가 정보 http://donguibogam-village.sancheong.go.kr

동의보감촌 한방체험

② 지역 마을 체험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 좋고 물 좋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에는 철마다 꽃이 피고 농작물이 열린다. 
자연이 건네준 농산물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수확물로 쿠킹 체험까지 도전해보자.  

[빗돌배기마을 농촌 체험]
딸기, 방울토마토, 멜론, 자두, 감자, 단감, 고구마, 돼지감자까지 계절별 수확체험을 하고 아이스
크림 만들기, 토피어리, 테라리움 만들기, 손수건 염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함께 해보자.

활동 규모 25~500명

주요 활동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빗돌배기마을

예상 소요시간 3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빗돌배기마을 010-2006-4822, 055-291-4829

추가 정보 http://www.sweetvillage.co.kr

한방테마파크
산청 동의보감촌

-----------------------------------------------------------
동양의학의 정수라 일컬어지는 허
준의 동의보감을 주제로 한 한방
테마파크이다. 넓은 공간에 기 체
험 장소와 허준 둘레길이 마련되
어 있고, 한의학 박물관과 약초원, 
한방체험을 할 수 있는 한의원, 숙
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휴식
과 힐링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다.  

방문 장소 Plus

빗돌배기마을 농촌 체험

[지성 농촌체험마을]
겨울과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감자, 가을에는 고구마 캐기를 즐겨보자. 수확한 농산물을 넣은	
특별한 피자도 만들고 지푸라기를 활용한  공예 체험도  할 수 있다.

활동 규모 ~500명

주요 활동장소 경상남도 산청군 지성마을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지성농촌체험휴양마을 055-973-2733, 010-3250-8571

추가 정보 http://www.jsfarmstay.kr

지성 농촌체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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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래프팅 체험    
래프팅은 여럿이 함께 PVC나 고무로 만든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급류를 타는 레포츠를 말한다. 
보트 조립과 입수, 운행 단계 모두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야 하고 도전과 성취가 있기 때문에 팀
빌딩 활동으로 선호되고 있다. 산청 경호강 지역은 수위가 높고 주변 경관이 빼어나 래프팅 최적
지로 이름나있다. 육상에서 기본 교육과 안전 교육을 이수한 후 안전복장을 갖추고 전문가의 지
도하에 팀별로 래프팅에 나서보자. 거센 물살을 헤치며 노를 젓다 보면 산청의 아름다움에 반하
고 함께 노를 저은 동료들의 웃음에 반하게 된다. 

[KHR 경호강래프팅]
최고의 경력을 가진 가이드와 완벽한 장비, 철저한 서비스로 익스트림의 기회를 제공한다.

활동 규모 ~100명(보트당 12명)

주요 활동장소 경호강 수계정 출발 홍화원 도착

예상 소요시간 3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KHR 경호강래프팅 055-972-2002

추가 정보 http://www.raftingaja.com

 KHR 경호강래프팅

[산청경호강래프팅]
바비큐장과 세미나실, 암벽등반 등 짜릿한 모험을 위한 완벽한 준비가 되어있다. 기업단체를 위
한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활동 규모 ~100명(보트당 12명)

주요 활동장소 경호강 수계정 출발 홍화원 도착

예상 소요시간 3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산청경호강래프팅 055-974-2277

추가 정보 http://www.raftingaja.co.kr

스포츠
[사람과바다 래프팅]
난이도에 따라 체험코스와 급류 코스, 송강 코스를 운영한다.

활동 규모 ~100명(보트당 8명)

주요 활동장소 경호강 수계정 출발 홍화원 도착

예상 소요시간
송강 코스: 2시간,
급류 코스: 3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사람과 바다 055-974-2000, 010-9258-6000

추가 정보 http://www.mslc.co.kr

사람과바다 래프팅

[렛츠고 레프팅]
경호강 지역 최대 규모의 온수시설과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다. 래프팅, 서바이벌, 사륜바이크까
지 올인원 패키지를 운영한다.

활동 규모 ~100명 

주요 활동장소 경호강 수계정 출발 홍화원 도착

예상 소요시간 경호강 정상 코스: 2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렛츠고 레프팅 010-8829-7502, 055-972-9996, rkaqjq11@naver.com

추가 정보 http://letsgorafting.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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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바이벌 게임  
팀빌딩 활동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서바이벌게임은 맞으면 페인트가 터지는 특수 장비를 사
용하기 때문에 페인트 볼 스포츠라고도 한다. 보호구와 공격용 특수 장비를 착용하면 어느새 전
장의 노련한 스나이퍼가 된듯하지만 오늘의 승패는 등을 맞댄 동료와의 단합이 좌우함을 잊지 

말자. 깃발 탈취전, 전멸전, 고지 점령전, 배틀로얄 등 다양한 형태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라온 레포츠 서바이벌 게임]
이동식 교장 설치로 원하는 곳에서 서바이벌 게임이 가능하다.

활동 규모 20~50명

주요 활동장소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군청소년 수련관(출장 가능)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라온 레포츠 010-4567-1683

추가 정보 http://www.laon21.co.kr

라온 레포츠 서바이벌 게임

[서바이벌넷]
산청 경호강 인근 교장을 비롯하여 전국 8개 교장으로 서바이벌 전문 강사가 출동한다. 원하는	
장소에서 실감 나는 서바이벌 경기를 치러보자.

활동 규모 20명~(사전 협의)

주요 활동장소 경상남도 산청군, 경호강 서바이벌게임장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서바이벌넷 1566-0124, 055-972-3343

추가 정보 http://www.survivalnet.co.kr

③ 무동력 레이싱 체험
루지 체험은 리프트를 타고 고지대에 위치한 출발 지점까지 이동한 후 특수하게 제작된 루지 카
트를 타고 긴 경사 구간을 내려오는 어드벤처 활동이다. 스릴을 맛볼 수 있도록 경사로에 커브
구간이나 터널 등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고지대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이 아름다워서 많은 이들

이 즐겨 찾는다.

[스카이라인 루지 체험]
한 번도 안 탄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타는 사람은 없다는 루지 체험.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절경을	

가득 품은 2.1km 짜릿한 라이딩 체험이 기다린다.

활동 규모 ~1,600명

주요 활동장소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케이블카 하부터미널 건너편

예상 소요시간 2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스카이라인 루지 통영 070-4731-8473, tongyeong@skylineluge.com

추가 정보
http://www.skylineluge.com/ko/tongyeong
http://www.facebook.com/skylinelugetongyeong

 스카이라인 루지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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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야생차박물관 다례 체험]
신라의 왕도 즐겼다는 하동야생차에 대해 알아보고 전문 다기 세트를 사용하여 차 문화를 접해
보자. 다례체험은 ‘차 마시는 법'과 차로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 등을 배우는 다례 인성교육 프로
그램이다.  

활동 규모 ~100명

주요 활동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야생차박물관 

예상 소요시간 4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하동야생차박물관 055-880-2956

추가 정보 http://www.hadongteamuseum.org

하동야생차박물관 다례 체험

[굿데이뮤지엄]
경남지역 대표 주류 생산기업인 무학에서 운영하는 주류 박물관이다. 소주를 비롯한 세계 주류
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박물관과 실제 소주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시음도 할 수 있다.

활동 규모 30~100명

주요 활동장소 경상남도 창원시 봉암공단, 굿데이뮤지엄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굿데이뮤지엄 070-7576-2017

추가 정보 http://www.gooddaymuseum.co.kr

이색 체험 

굿데이뮤지엄

[낙동강 레일바이크]
낙동강 횡단 철교 위를 달리는 레일바이크와 산딸기 와인을 전시, 판매하는 와인동굴, 새마을호	
열차를 활용한 열차카페를 한 번에 즐겨보자. 철교 전망대 위에서 바라보는 낙조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아름답다.

활동 규모 ~120명

주요 활동장소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낙동강레일파크

예상 소요시간 4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김해낙동강레일파크 055-333-8359

추가 정보 http://www.ghrp.co.kr

낙동강 레일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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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글라스 유리 체험]
유리 액세서리, 유리컵, 유리 팔찌 등 인원과 대상에 맞는 유리 체험을	
추천해준다.
 예상 소요시간: 30분(체험별 상이)
 주관사: 뮬글라스 070-4642-6279
 추가 정보: http://blog.naver.com/moolglass

[은&칠보 공예 체험]
가벼운 비즈공예부터 칠보공예까지 내 손에서 만나는 반짝이는 아름다
움을 만끽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30분(체험별 상이)
 주관사: 희 아트 010-3930-4837

[초크아트 풍경 만들기]
분필을 사용해 알록달록한 나만의 풍경을 만들어보자.
 예상 소요시간: 30분(체험별 상이)
 주관사: 박정원 초크아트 070-8907-3367

[창원 국제사격장 사격 체험]
최첨단 국제사격장에서 산탄총, 권총, 공기총 등 진짜 사격 체험을 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주관사: 창원 국제사격장 055-712-0725, 

                webmaster@cwsisul.or.kr
 추가 정보: http://shooting.cwsisul.or.kr

[창원 국제사격장 실내 서바이벌]
실내에서 레이저 총으로 팀빌딩 활동의 대표주자 서바이벌게임을 즐겨 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주관사: 창원국제사격장 055-712-0725, 

                webmaster@cwsisul.or.kr
 추가 정보: http://shooting.cwsisul.or.kr

50인 이하
소규모
활동 리스트

[마리나리조트 요트 체험]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고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 있는 한산도	
투어까지 겸하는 요트 여행을 떠나보자.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주관사: 통영 마리나리조트 요트 안내소 055-640-8180
 추가 정보: http://www.kumhoresort.co.kr

[차 만들기 체험]
하동야생차 박물관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차밭에서 찻잎 따기 체험이 진행되며, 
차를 덖고 만드는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예상 소요시간: 30분(체험당)
 주관사: 하동야생차박물관 055-880-2956
 추가 정보: http://www.hadongteamuse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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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대구: 엑스코 3.5km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75km 
 구미: 구미코 41km
 안동: 안동국제컨벤션센터 110km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90km

* 국제공항에서 컨벤션센터까지 거리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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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경상북도

대구

울산

경주

대구는 한국 근현대 산업의 발원지로 산업 경제성장 선도 도시이다. 또한 자연
과 문화가 공존하고 시즌별로 다양한 축제들이 이어지는 열정적인 도시이기
도 하다. 정열의 도시 대구에서 성공적인 MICE 경험을 쌓아보자.  

 핵심 컨벤션센터: 엑스코 
 지역 뷰로: 대구컨벤션뷰로, http://www.daegucvb.com, 
                      info@daegucvb.com

산업 경제성장 
선도 도시 
[대구]

한국 전통문화의 심장
[경상북도]

대한민국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상북도는 국내 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보유지역이다. 고풍스러운 고택과 서원에서의 전통문화체험과 더불어 아
름다운 자연과 함께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겨보자.

 핵심 컨벤션센터: 구미코, 안동국제컨벤션센터(2021년 개관예정) 
 지역 뷰로:(사)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http://www.gtc.co.kr, 
                      054-740-7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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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은 

[경주]

신라의 수도였던 천년고도의 경주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다. 컨벤션센
터, 호텔, 테마파크, 레저스포츠시설 등 완벽한 인프라와 다양한 문화체험프로
그램으로 가장 한국적이면서 만족스러운 시간을 선사한다.

 핵심 컨벤션센터: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지역 뷰로: 경주화백컨벤션뷰로, http://crowncity.kr, 
                      dhjang@crowncity.kr, 054-7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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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밤까지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정열의 도시 대구에서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문화와 낭만을 즐겨보자.  

① 한류 체험 
대구는 패션의 중심지이자 웰니스 관광의 핵심지다. 천연원료나 한방원료를 이용한 화장품을 

만들어보거나 족욕, 피부 관리 등 웰니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K-Beauty를 체험해보자.  

[관광정보체험센터 천연화장품 만들기]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 콘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들이 함께 관광정보체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간단한 뷰티 체험부터 한지 공예품 제작, 풍물공연	
등 다양한 한국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활동 규모 ~54명 

주요 활동장소 대구시 수성구, 대구스타디움몰 1층 

예상 소요시간
화장품 만들기: 1시간 30분,
한지공예: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관광정보체험센터 053-666-4881

추가 정보 http://www.suseong.kr/tour/index.do?menu_id=00030716

5-1. 대구

추천 활동 

D A E G U

한국 문화 체험 

관광정보체험센터 천연화장품 만들기

[한의약박물관 한방화장품 만들기]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약령시 내에 위치한 한의약박물관에서는 한의학과 관련된 전시 관람
과 한방화장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천연 재료를 활용하여 한방비누, 한방향첩 등 한방화
장품을 만들어보자.

활동 규모 ~60명(팀당 30명)

주요 활동장소 대구시 중구 대구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한의약박물관 053-253-4729

추가 정보 http://www.daegu.go.kr/dgom/index.do

 한의약박물관 한방화장품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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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통문화 체험
한국 전통문화 체험을 하며 한국을 알고, 동료와도 더 가까워져 보자. 인증샷 남기기, 퀴즈풀이 
등 간단한 미션 수행이나 전통놀이 등을 곁들이면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색다른 추억이 늘어간다.  

[모명재 전통문화 체험]
수성구청에서 운영하는 한국 전통문화체험관으로 다도체험, 한복체험 등 예절문화체험과 동의
보감 음식 체험, 활쏘기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활동 규모 다도 체험: ~25명, 음식 체험: ~25명

주요 활동장소 대구시 수성구, 모명재 앞 한국 전통문화체험관

예상 소요시간
다도, 한복, 음식 체험: 각 2시간 
활쏘기 체험: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관광과 053-666-4916

추가 정보 http://www.suseong.kr/tour/index.do?menu_id=00030715

모명재 전통문화 체험

[옛 구암서원 전통문화 체험]
중구 서문시장 인근 옛 구암서원, 달서구의 병암서원, 동구의 신숭겸장군 유적 등 3개의 체험관
에서 한복 체험, 전통예절 및 다도 문화를 배워볼 수 있다. 또한 떡메치기, 제기차기, 널뛰기 등 
전통놀이 체험도 함께할 수 있다.

활동 규모 옛 구암서원: ~30명, 병암서원, 신숭겸장군 유적: ~60명

주요 활동장소 대구시 중구 근대골목투어 코스, 구암서원

예상 소요시간 한복+예절교육+다도 체험: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대구전통문화센터 053-428-9980

추가 정보 http://www.dtc.or.kr

 옛 구암서원 전통문화 체험

[방짜유기 체험]
팔공산 자락에 자리 잡은 방짜유기 박물관은 방짜유기와 그 제작 기술에 관한 전시, 체험장이다. 
해설사와 함께 전시실을 관람하고 야외에 마련된 체험장에서 방짜로 만든 징과 전통놀이 체험
을 할 수 있다.

활동 규모 ~1,000명

주요 활동장소 대구시 동구, 대구방짜유기박물관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방짜유기박물관 053-606-6171

추가 정보 http://artcenter.daegu.go.kr/bangjja

방짜유기박물관



대한민국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북 지역별 추천 활동    |    유니크베뉴 추천    |    한국관광공사 MICE 유치지원 시스템

110 111

D
A

E
G

U

③ 지역 마을 체험
특색을 살려 준비해 둔 개성 넘치는 지역 마을 체험은 한국인의 특징인 정과 고유의 문화를 즐길 

수 있어 좋다. 계절별 수확체험 후 먹거리를 만들거나 즐거운 놀이 체험을 해보자.

[구암 팜스테이마을]
3월부터 11월까지 계절별 수확체험과 조물조물 손맛 가득한 요리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트랙터	
타기, 천연 염색,  목공예 등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까지 하루가 짧은 체험마을 여행을	
떠나보자.

활동 규모 ~150명

주요 활동장소 대구시 동구 팔공산 인근, 구암 체험마을

예상 소요시간 6시간(식사 포함)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구암 체험마을 053-984-5273

추가 정보 http://www.gooam.com

구암 팜스테이마을

④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활동은 예불참가, 사찰예절 등 일부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만 명상, 산책, 다도
체험 등 나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문화체험이 주를 이룬다. 고즈넉한 산

사에서 동료와 함께 내면을 가꾸는 시간을 가져보자.

[동화사 템플스테이]
고요한 산사에서 차를 마시고, 명상을 통하여 참선의 경지를 경험해보자. 1박 2일형 코스는 격주	
로 사찰음식 만들기와 팔공산 트레킹을 운영한다. 동화사 내 ‘국제관광선체험관(법화보궁)’과 세
계 최대 규모 석조불상인 통일대불도 함께 둘러보자.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대구시 동구 팔공산, 동화사

예상 소요시간
당일형: 13:00~15:00,
1박 2일형: 토요일 15:00~일요일 13:00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동화사 010-3534-8079

추가 정보
http://www.donghwasa.net
예약: http://www.templestay.com/reserv_temple.aspx?ProgramId=10861

동화사 템플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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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숲 에코어드벤처]
자연 속에서 스릴을 즐기며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가장 높은 난이도인 킹콩 코스는 짚라인 5구
간을 포함 총 26개 미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체험 전 안전, 장비 교육이 진행된다.

활동 규모 제한 없음

주요 활동장소 대구시 달성군, 에코테마파크 대구 숲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대구 숲, 단체예약: 053-761-7400

추가 정보 http://www.daeguforest.com

대구 숲 에코어드벤처

[이월드]
이월드는 30여 개 어트랙션, 잘 꾸며진 공원과 동물농장, 아이스링크를 갖추고 있는 테마파크다.	
83타워에서는 대구 시내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별빛 계단과 로맨틱 가든 등 야경 명소로도	
유명하다.

활동 규모 제한 없음

주요 활동장소 대구시 달서구 두류역 인근, 이월드

예상 소요시간 4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이월드, 단체 문의: 053-620-0100

추가 정보 http://www.eworld.kr

이색 체험 

스포츠

이월드

[팔공산 케이블카 체험]
해발 820m까지 케이블카로 올라가면 팔공산 정산에서 대구 시내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
고 잘 가꾸어진 산책로를 따라 내려오며 33m에 이르는 세계 최대 석조불상이 있는 동화사, 탑
골, 인공암벽장 등을 즐길 수 있다.

활동 규모 ~400명(케이블카당 6명)

주요 활동장소 대구시 동구 팔공산, 팔공산 케이블카

예상 소요시간 편도 7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팔공산 케이블카 053-982-8801

추가 정보 http://www.palgongcablecar.com

팔공산 케이블카 체험



대한민국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북 지역별 추천 활동    |    유니크베뉴 추천    |    한국관광공사 MICE 유치지원 시스템

114 115

D
A

E
G

U

[땅땅랜드 치킨 체험]
치킨 체험 테마파크로 준비된 닭에 직접 튀김옷을 입혀 튀겨볼 수도 있고 각종 소스를 더해 입맛	
따라 색다른 치킨을 만들어볼 수 있다.

활동 규모 ~70명 
주요 활동장소 대구시 동구, 치킨 체험 테마파크 땅땅랜드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땅땅치킨 053-721-7599
추가 정보 http://codd.pay.biz

땅땅랜드 치킨 체험

[디 아크(The ARC) 강문화 체험]
기학적인 건축물이 시선을 잡아끄는 디 아크는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아우르는 강 문화
관이다. 실내 전시를 둘러보고 수변공간에서 오리배 등 수상레포츠를 즐기거나 다인승 자전거
를 타고 수변공간을 누려볼 수 있다. 3층 전망대와 주변 수변공간에서 보는 야경이 일품이다.  

활동 규모 제한 없음(오리배: ~30명)
주요 활동장소 대구시 달성군 강정보령보, 디아크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디아크 053-585-0916
추가 정보 http://www.riverguide.go.kr/kor/page.do?menuIdx=381

디 아크(The ARC)

50인 이하
소규모
활동 리스트 [영도다움 벨벳 체험]

섬유와 패션의 도시 대구에 딱 들어맞는 벨벳 갤러리로 벨벳에 관한 전시
와 체험이 마련되어 있다.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주관사: 영도다움 053-710-3700
 추가 정보: http://www.youngdoliving.com

[대구국제사격장 서바이벌 경기]
무선 네트워크 시가지 전투체험장에서 온라인 서든어택 게임인 ‘웨어하
우스’ 실사판을 만나보자.  
 예상 소요시간: 전, 후반 각 7분씩
 주관사: 대구국제사격장 053-312-0000
 추가 정보: http://shooting.dgsisul.or.kr

[대구국제사격장 사격 체험]
실내외 사격장에서 실탄 사격은 물론, 스크린 사격과 VR가상체험 사격까
지 사격 체험을 즐겨보자. 
 예상 소요시간: 30분
 주관사: 대구국제사격장 053-312-0000
 추가 정보: http://shooting.dgsisul.or.kr

[대구 수상월드 수상스포츠 체험]
봉무공원 내 수상월드에서 바나나보트, 플라이피시, 수상스키, 웨이크보
드 등 다양한 수상레저스포츠를 즐겨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
 주관사: 대구 수상월드 053-983-1472
 추가 정보:  http://dgwaterworld.itrocks.kr

[하늘호수 화장품 만들기]
K-Beauty 마니아를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한방화장품 만들기와 뷰
티체험을 할 수 있다.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주관사: 하늘호수 053-253-2380
 추가 정보: http://sky-lak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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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문화재이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에서 시간이 빚어낸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자.

① 전통문화 체험
기와지붕이 멋스러운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한국에서만 가능한 색다른 문화체험을 해보자. 간단 

한 전통놀이를 곁들이면 더욱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음풍농월 선비체험]
조선시대 선비가 되어 양반가의 전통예절과 자연을 벗 삼아 올곧은 정신을 가다듬던 선비정신
을 배워보자.  

활동 규모 40~300명 

주요 활동장소 경주시, 옥산서원

예상 소요시간 4~10월, 2시간 4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신라문화원 054-774-1950

추가 정보 http://www.silla.or.kr

5-2. 경주 

추천 활동 

G Y E O N G J U - S I

한국 문화 체험 

 음풍농월 선비체험

[최부자 아카데미]
조선시대 만석꾼이자 존경받는 지역유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경주 최부자 댁에 내려
오는 육훈을 통해 공존과 상생을 배워보자.

활동 규모 ~80명

주요 활동장소 경주시, 교촌마을 최부자댁

예상 소요시간 당일/ 1박 2일/ 2박3일 코스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경주최부자 아카데미 054-774-0202, hamziho@hanmail.net

추가 정보 http://www.gyochon.or.kr

최부자 아카데미

2019년 9월 24일부터 2박 3일동
안 경주 서악서원에는 10개국 20여
명의 전문 이야기꾼들이 모이는 스
토리텔링 작가들의 축제가 열렸
다.  페루, 말레이시아, 케냐, 인도네
시아, 싱가포르, 스코틀랜드, 미국, 
미얀마 등 10개 국가에서 모인 작
가들은 축제기간동안 선비복을 입
고 죽궁체험, 한글로 이름 쓰기, 국
악공연 등의 한국문화 체험을 즐기
고 서악서원에서 출발해 무열왕릉, 
진흥왕릉, 서악동삼층석탑 등의 문
화사적지를 답사했다.

스토리텔러들이 즐긴 음풍농월

경주 최부자댁
-----------------------------------------------------------
최부자댁은 12대에 걸쳐 만석꾼
의 부를 누리면서도 겸손한 자세
로 백성을 살핀 명망 있는 양반가
의 고택이다. 사랑채에는 과객이	
끊이지 않고 흉년이면 굶주린 백성
을 위해 곳간을 열었다고 하는 최
부자댁에 내려오는 6가지 지침(육
훈) 역시  하나같이 나를 낮추고 이
웃을 위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방문 장소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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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촌마을 체험장]
교촌마을에는 토기 공방, 누비 체험장, 전통식문화연구소, 국악원, 한복대여점, 전통 먹거리 체
험장 등 다양한 체험거리가 가득하다. 인원과 시간에 따라 맞춤형 체험코스를 만들어보자.   

활동 규모 제한 없음 

주요 활동장소 경주시, 교촌마을 일대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교촌마을 체험장 054-760-7881

추가 정보 http://www.gyochon.or.kr

경주교촌마을 체험장

경주 교촌은 신라시대 국립대학인	
‘국학’이 있던 곳이자 한국의 노블
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것으로 유
명한 최부자 고택이 있는 곳이다. 
현재 교촌마을은 관광객이 직접 전
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관광과 교
육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
어 있다. 
이 곳에서 2017년 9월 국제가스연
맹의 합동분과위원회 만찬이 열렸
다. 한옥 마당에 전통적인 오방색
으로 차양을 치고 국악 공연이 진
행되는 가운데 전세계에서 모인 참
가자들이 함께한 서양식 만찬은 이
색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모두에
게 녹아들었다.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제공자료 재구성 

교촌마을과 국제가스연맹(IGU)
합동분과 위원회

② 한식 요리 체험 
한식은 다채로운 맛과 빛깔을 자랑하는 음식이 많다. 그만큼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고 재료 손질
에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져야하기에 팀빌딩 활동으로도 제격이다. 각자 역할을 맡아 재료
를 다듬고 함께 재료를 섞다 보면 낯선 한식도 맛있어지고, 곁에 있는 동료의 존재는 더욱 든든
해진다.

[수리뫼 한국음식 체험]
드라마 대장금의 장금이가 되어 전통 한옥에서 왕에게 바치던 궁중음식을 배워보자. 불고기, 잡
채, 떡볶이 등 외국인에게 선호도 높은 요리와 떡메치기(인절미)등 즐길 거리가 많은 한국음식	
체험 교육이 진행된다.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경주시, 수리뫼 체험관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수리뫼(사단법인 한국전통음식체험교육원) 054-748-2507

추가 정보 http://www.surime.kr

수리뫼 한국음식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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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활동은 예불참가, 사찰예절 등 일부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만 명상, 산책, 다도
체험 등 나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문화체험이 주를 이룬다. 고즈넉한 산
사에서 동료와 함께 내면을 가꾸는 시간을 가져보자.

 [골굴사 템플스테이]
골굴사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인공 석굴 사원이자 한국의 불교 무술인 선무도 본산이다. 명상과	
함께 선무도를 배워보자.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경주시 양북면, 골굴사 

예상 소요시간

템플스테이(체험형, 휴식형): 
14:30~익일 12:30 
템플라이프(당일형): 
오전 또는 오후 각 2~3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골굴사 054-775-1689,  d-kumkang@daum.net

추가 정보
http:///www.sunmudo.com
http://www.facebook.com/sunmudotemplestay.golgulsa
http://blog.daum.net/d-kumkang

골굴사 템플스테이

골굴사는 한국 불교 무술인 선무도	
본산이다. ‘위빠사나’라고 하는 부
처님으로부터 전수된 수련법을 기
본으로 한다. 몸과 말과 생각(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선무
도 수련을 통하여 잘 살피고 정화하
여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린 대자유인
이 되고자함이다. 
2016년 5월, 아시아, 중동, 아프리
카 등 현대중공업 해외 VIP바이어
들로 구성된 인센티브 방문단 400
여명이 두 차례로 나누어 경주를 찾
았다. 방문단은 경주에서 주요 관
광지와 동궁과 월지 야간 투어 등
을 마치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
로 역사가 깊은 굴골사를 찾았다. 
이들은 반나절 코스인 템플라이
프 체험을 선택해 선무도 공연을 관
람하고 국궁 체험, 선무도 체험 등
을 하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다.
-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제공자료 재구성 

현대중공업 해외VIP 
인센티브 투어단의

골굴사 템플라이프 체험
[경주 임실치즈학교]
실내에서는 직접 치즈를 만들거나 치즈를 이용한 피자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고 넓은 야외 공간
에서는 레일썰매도 타고 동물 먹이주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주제를 정해 누가 더 잘 어울리는 피
자를 만들었는지 대항전을 펼쳐도 재미있다.

활동 규모 ~70명

주요 활동장소 경주시 내남면, 경주 임실치즈학교 경주점

예상 소요시간 2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임실치즈학교 054-744-8998

추가 정보 http://www.cheeseland.kr

경주 임실치즈학교

이색 체험 

50인 이하
소규모
활동 리스트

[서라벌 토기체험]
초보자도 흙이 주는 자연의 기운을 느껴볼 수 있다. 끈기를 가지고 집중하
며 장인정신을 느껴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
 주관사: 서라벌 토기 010-8654-0170
 추가 정보: http://www.seorabeolto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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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유서 깊은 문화재가 많고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경상북도에서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를 
즐겨보자.  

① 전통문화 체험
고택과 문화마을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즐겨보자. 한복을 입고 인사예절을 배우는 것을 기본으
로 전통놀이, 한식 만들기, 양반 문화 등 관심분야에 따른 다양한 체험을 더할 수 있다.  

[안동반가 전통 체험]
현대와 전통을 잇는 안동반가에서 즐기는 전통문화 체험으로 한복체험, 고추장 만들기, 가양주	
빚기, 전통 목판인쇄 체험하기 등의 전통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활동 규모 한복체험, 고추장 만들기: 각 ~50명

주요 활동장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 산약 테마공원, 안동반가

예상 소요시간 30분(체험당)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안동반가 054-841-0050

추가 정보 http://andongbanga.co.kr

5-3. 경상북도

추천 활동 

GYEONGSANGBUK-DO

한국 문화 체험 

안동반가에서 즐기는
맛있는 양반문화

안동반가 전통 체험

[선비촌 전통문화 체험]
한국 유교문화 발상지인 소수서원과 그 인접 마을인 선비촌에서 경험하는 전통문화 체험이다. 
붓과 먹을 사용해 한지에 한글을 적어보는 서예체험, 전통 혼례 체험, 인절미 만들기 체험 등 다
양한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활동 규모 ~75명

주요 활동장소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 선비촌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선비촌 054-638-6444

추가 정보 http://www.sunbichon.net

선비촌 전통문화 체험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대만 여
행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주, 안
동, 포항을 방문하는 경북 팸투어
를 진행했다. 팸투어단은 유네스
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불국사, 
교촌마을, 안동 하회 마을과 드라
마‘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인 만
휴정(晩休亭), 월영교 및 포항 호미
곶, 등대 박물관 등을 둘러보았다. 
전통문화를 간직한 안동에서는 안
동반가를 찾아 한복을 입고 한국 전
통 양반가의 기본 예법을 배우고, 
안동찜닭을 직접 만들어 시식하
는 등의 체험행사를 하면서 안동
의 매력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19.2.19.  브레이크뉴스 기사 중 발췌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2018년 2월, 올림픽 관계자와 외신	
기자들이 경상북도 영주의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을 찾았다. 이들
은 도포를 차려입고 선비들의 예절
과 생활을 다룬 다례를 배우고 투
호,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 한국 전
통놀이를 즐겼다. 
평창과 강릉에서 매일 한차례 버스
로 10명 안팎의 외신기자들을 포함
한 외국 관광객들이 영주를 찾고 있
다. 선비촌을 방문한 이들은 소수
서원의 교육과 제사 기능에 큰 관
심을 보였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
을 카메라에 담느라 바빴다. 
- 2018.2.23. 한국일보 지역기사 중 발췌

평창 온 외신기자들의 영
주 선비촌 전통문화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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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통 공예 체험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연에서 재료를 빌리고 손끝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한국 전통 공예의 
특징이다. 장인 정신과 함께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아름다움을 배워보자.  

[청송백자 체험]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된 청송에는 흙이 아닌 도석이라는 돌을 갈아 만드는 청송백자가 있다. 청
송사기로도 알려진 청송백자의 전통 가마터와 도석을 캐던 광산 등을 둘러보고 물레체험, 핸드
페인팅 체험 등 이색적인 체험활동을 해보자.

활동 규모 ~60명

주요 활동장소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문화관광재단 도예촌 공방동

예상 소요시간 1시간~1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청송백자전수관 054-873-7748

추가 정보 http://www.csbaekja.kr

청송백자 체험

[이화만리 전통 공예 체험]
녹색 농촌체험마을 이화만리에는 전문 자격증을 갖춘 체험지도사 십여 명이 상주하고 있다. 사
물놀이, 빗내농악 등 잔치 놀이도 배워보고 한지공예, 천연 염색 등 다채로운 전통 공예를 체험
해보자.

활동 규모 잔치 놀이: 30명~50명, 전통 공예: 제한 없음

주요 활동장소 경상북도 김천시, 이화만리 녹색 농촌체험마을 

예상 소요시간 체험당 40분~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이화만리 녹색 농촌체험마을 054-436-1213

추가 정보 http://www.ehwamanlee.kr

 이화만리 전통 공예 체험

[개실마을 전통문화 체험]
대나무 물총, 한지공예, 연 만들기 등 일상 속에서 즐겼던 전통 공예뿐만 아니라 전통 엿 만들기, 
떡메치기, 유과 만들기 등 전통 먹거리 만들기도 체험할 수 있다.

활동 규모 ~150명(체험별 상이)

주요 활동장소 경상북도 고령군, 개실마을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개실마을 054-956-4022

추가 정보 http://www.gaesil.net

 개실마을 전통문화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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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 마을 체험 
특색을 살려 준비해 둔 개성 넘치는 지역 마을 체험은 한국인의 특징인 정과 고유의 문화를 즐길 
수 있어 좋다. 계절에 따른 농작물을 수확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공예와 놀이를 체험하며 구석구
석 동네 탐방을 나서보자.  

[이화만리 농촌 체험]
매년 봄이면 청정지역에만 서식한다는 백로가 찾아오는 이화만리는 자두꽃향기가 만 리까지 퍼
진다는 뜻을 가진 농촌마을이다. 제철 과일과 농작물 수확체험, 수확한 과일을 이용한 쨈 만들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활동 규모 30~50명

주요 활동장소 경상북도 김천시, 이화만리 녹색 농촌체험마을 

예상 소요시간 1시간(체험당)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이화만리 녹색 농촌체험마을 054-436-1213

추가 정보 http://www.ehwamanlee.kr

이화만리 농촌 체험

[개실마을 농촌 체험]
봄(3~5월)에는 딸기체험, 가을(9~10월)에는 고구마 체험이 진행된다. 그 밖에도 서민들의 일상
적인 먹거리인 칼국수와 두부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도자기나 머그컵 만들기 등 한국 특유의	
농촌 생활상을 체험해볼 수 있다.

활동 규모 ~150명(체험별 상이)

주요 활동장소 경상북도 고령군, 개실마을 체험장  

예상 소요시간
수확 체험: 1시간, 
음식, 공예 체험: 1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개실마을 054-956-4022

추가 정보 http://www.gaesil.net

개실마을 농촌 체험

[신비의 대가야 여행, 철의 원정대]
1,500여 년 전 한반도 동쪽 끝에서 이룩한 철기 문명국이었던 대가야의 터전에 그 시절 생활사
를 재현해놓았다. 철의 원정대가 되어 대가야 복식체험, 철기문화, 순장 문화 등을 체험해보자. 
공방촌에서는 지역민들과 연계한 공예 체험도 가능하다.

활동 규모 철의 원정대: 제한없음, 공방촌 체험: 20~30명

주요 활동장소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생활촌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대가야생활촌 054-950-7180, 공방촌 054-950-7009

추가 정보 http://www.daegayavillage.com

이색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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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의 대가야 여행, 철의 원정대

[산림치유원 산림치유]
국립산림치유원에서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숲 치유, 건강 치유, 휴식 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한국 문화 체험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K.F.C(Korea Forest Healing)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활동 규모 20~600명

주요 활동장소 경상북도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

예상 소요시간 2시간(프로그램별 상이)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국립산림치유원 다스림 054-639-3400, 054-639-3540

추가 정보 http://daslim.fowi.or.kr

 산림치유원 산림치유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
한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을 바탕으로 조선 중후기 양반가의 전통음식
을 만들고 전통예절을 배워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30분
 주관사: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054-680-6441
 추가 정보: http://www.yyg.go.kr/jghcenter

[구름에 전통문화체험]
전통마을형 리조트에서 한식 만들기나 한복 체험 등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주관사: 구름에 리조트 054-823-9001, info@gurume-andong.com
 추가 정보: http://www.gurume-andong.com

[개실마을 야생화 체험]
화개산 테마 등산로에 자생하는 야생화를 배우고, 야생화 화분, 압화 등
으로 만들어보자.
 예상 소요시간: 30분
 주관사: 가야 야생화 동호회(개실마을) 054-956-4022
 추가 정보: http://www.gaesil.net

[도리사 템플스테이]
솔향 그윽한 산사에서 참다운 지혜를 발견하는 불교문화여행을 떠나보자.
 예상 소요시간: 15:00~익일 12:00
 주관사: 도리사 010-8691-3877, dorisa@hanmail.net
 추가 정보: http://www.dorisa.or.kr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서바이벌게임]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치열했던 영천전투가 다시 시작된다.
 예상 소요시간: 시가전-전후반 각 7분, 고지전-30분
 주관사: 영천 전투메모리얼 파크 서바이벌 체험장 054-339-8625
 추가 정보: http://www.yc.go.kr/memorial/main.web

[옥성자연휴양림 산림식생 요법]
숲 속을 거닐며 명상과 Self-Counseling을 통해 힐링과 치유를 경험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주관사: 옥성자연휴양림 054-481-4052
 추가 정보: http://www.gumihy.com

50인 이하
소규모
활동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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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알펜시아컨벤션센터

양양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69
km

240km

평창

69
km

240km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

울산

경주

부산
광주

서울인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양양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69km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240km

* 국제공항에서 컨벤션센터까지 거리

지역별 추천 활동    |    KTO 선정 KOREA 유니크베뉴    |    한국관광공사 MICE 유치 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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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동계스포츠 메카, 남북의 자연이 어우러지
는 DMZ 평화의 땅, 계절마다, 장소마다 매력이 넘쳐나는 강원도에서 4계
절 각양각색의 이벤트를 즐겨보자. 

 핵심 컨벤션센터: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지역 뷰로: 강원국제회의센터, http://visitgangwon.or.kr
                      033-255-5048

4계절 축제의장
다이나믹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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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는 눈과 얼음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시사철 빼어난 자연경관으
로 유명한 지역이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한국 문화를 마음껏 즐겨보자. 

① 한식요리 체험 
한식은 다채로운 맛과 빛깔을 자랑하는 음식이 많다. 그만큼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고 재료 손질
에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져야하기에 팀빌딩 활동으로도 제격이다. 각자 역할을 맡아 재료
를 다듬고 함께 재료를 섞다 보면 낯선 한식도 맛있어지고, 곁에 있는 동료의 존재는 더욱 든든

해진다.

[정강원 한식체험]
드라마 ‘식객’ 촬영지로도 유명한 정강원은 전통음식 체험장은 물론 한옥스테이와 한식당, 전통
음식박물관까지 갖추고 있다. 비빔밥, 고추장 등 대표 한식부터 고등어쌈장, 두부, 인절미 등 특
색 있는 음식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활동 규모 10~400명

주요 활동장소 강원도 평창군, 정강원 체험장

예상 소요시간 체험별 상이(30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정강원 033-333-1011

추가 정보 http://www.jeonggangwon.com

6. 강원

추천 활동 

G A N G W O N - D O

한국 문화 체험 

정강원 한식체험

[갈골명인 한과 체험]
갈골한과체험관은 150여 년간 전통의 맛을 이어가고 있는 한과 명인의 집이다. 한국의 고급 전
통다과인 한과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만들어보자.  

활동 규모 ~30명

주요 활동장소 강원도 강릉시, 갈골한과체험전시관

예상 소요시간 1시간~1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갈골명인 033-641-8200, galgol53@naver.com

추가 정보 http://www.galgol.com

갈골명인 한과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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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활동은 예불참가, 사찰예절 등 일부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만 명상, 산책, 다도

체험 등 나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한국불교만의 독특한 문화체험이 주를 이룬다.

[월정사 템플스테이]
전나무 숲길, 선재길 등 트레킹으로 유명한 월정사에서 숲길을 걷고 108염주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연꽃등 만들기 등 즐거운 체험도 해보자.

활동 규모 ~70명 

주요 활동장소 강원도 평창군, 월정사

예상 소요시간
템플스테이(휴식형): 14:30~익일 11:20 
템플라이프(당일형): 9:30~11:40
(식사포함)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주관사  월정사 033-339-6606, 6607, woljeongsatemple@naver.com

추가 정보 http://woljeongsa.org

월정사 템플스테이

① 실내스포츠
날씨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며, 팀별 화합과 성취감 획득에 
초점을 맞춰 팀당 구성인원, 시간, 규칙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스포츠

[컬링체험]
컬링은 빙판 위에 하우스라고 하는 과녁 중앙에 스톤을 미끄러뜨려 점수를 내는 운동으로 동계	
올림픽 정식 종목 중 하나이다. 실제 동계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강릉 컬링센터에서 전문가에게	
기본 교육을 받은 후 낯설지만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한 컬링 게임을 해보자.

활동 규모 ~100명(팀당 15명)

주요 활동장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컬링센터 내 경기장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강릉 컬링 체험센터 033-647-8688

추가 정보 http://blog.naver.com/j6410420

컬링 체험

② 수상스포츠
안전지도하에 팀별 체험활동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서핑 1번지 양양에서 서
핑을 배워보자.  

[서피비치 서핑체험]
1km 구간에 펼쳐진 온전한 휴식과 레포츠를 위한 프라이빗 공간에서 서핑을 즐겨보자. 여름철	
밤이 되면 해변 파티가 열리기도 한다.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해변, 서피비치
예상 소요시간 지상강습: 30분, 수중강습: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라온서피리조트 033-672-0695

추가 정보
http://www.surfyy.com
http://www.facebook.com/surfyyb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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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피비치 서핑체험

③ 서바이벌 게임
팀빌딩 활동의 대표주자 서바이벌게임. 맞으면 페인트가 터지는 특수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페인트볼 스포츠라고도 한다. 보호구와 공격용 특수장비를 착용하면 어느새 전장의 노련한 스
나이퍼가 된 듯하지만 오늘의 승패는 등을 맞댄 동료와의 단합이 좌우함을 잊지 말자. 상대편의 
깃발을 빼앗는 깃발전, 상대편 전멸을 위한 섬멸전, 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고지전, 생포된 동료
를 구출하는 포로 구출전 등 다양한 형태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강촌 관광농원 서바이벌 게임]
평지형과 산악형 교장을 갖추고 있으며, 대운동장과 바베큐장까지 야외 팀빌딩활동을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활동 규모 ~100명

주요 활동장소 강원도 춘천시, 강촌 관광농원 서바이벌 장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강촌 관광농원 010-2111-9431

추가 정보 http://gcscamp.co.kr

강촌 관광농원 서바이벌 게임

[가리산 레포츠 파크 레포츠 체험]
서바이벌 게임에 이어 짚라인(플라잉짚)과 포레스트 어드벤처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활동 규모 ~100명

주요 활동장소 강원도 홍천군, 가리산 레포츠 파크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홍천 레포츠 070-8831-8138

추가 정보
http://leports.great.go.kr
http://blog.naver.com/forestadventurekorea

[나르샤파크 레포츠 체험]
레포츠 천국에서 서든어택 얼라이브 경기를 즐겨보자. 높이 50.2m 피라미드타워에 올라 스카
이워커 전망대를 둘러보고 스카이다이빙도 즐겨볼 수 있다.

활동 규모 ~1,000명

주요 활동장소 강원도 인제군, 합강정휴게소인근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나르샤파크 033-461-0141

추가 정보 http://www.inje-themepark.com

[영랑호 관광단지 화랑도 체험]
영랑호 화랑도 관광단지에는 옛 신라시대 청소년 인재 양성 단체였던 ‘화랑’의 전설이 어려있다. 
승마, 활쏘기 등 개인 체험에서 지상 격구, 봉술 대련 등 단체경기까지 이색 체험을 해보자. 200
명 이상 단체의 경우 마상무예 시연 신청도 가능하다.  

활동 규모 ~150명

주요 활동장소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관광단지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단지 033-637-3400

추가 정보 http://www.hwarangdoexperience.com

이색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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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가 옥동굴 체험]
옥은 예로부터 질병을 퇴치하고 액운을 떨치는 보석으로 사랑받아왔다. 옥산가는 세계 최고 품
질의 연옥 광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간으로 찜질방 형식의 옥동굴 체험장에서 연옥의 신비한	
효능을  체험할 수 있다.

활동 규모 옥동굴 체험장: ~100명, 옥광산 찜질방: ~300명

주요 활동장소 강원도 춘천시, 옥산가 내 옥광산찜질방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옥산가 1544-0741

추가 정보 http://sauna.oksanga.com

 옥산가 옥동굴 체험

[책과인쇄박물관 인쇄문화 체험]
인쇄물에 관한 박물관인 책과인쇄박물관 체험은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박
물관 전시를 먼저 보는 것이 좋다. 글을 쓰고 옛 방식을 활용하여 인쇄까지 해보자.  

활동 규모 ~200명

주요 활동장소 강원도 춘천시, 책과인쇄박물관

예상 소요시간 관람: 40분, 체험: 1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책과인쇄박물관 033-264-9923

추가 정보
http://www.mobapkorea.com
http://www.instagram.com/mobap.korea

 책과인쇄박물관 인쇄문화 체험

[삼탄 아트마인 예술 & 상상놀이터]
삼탄 아트마인은 지역 문화 소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폐광된 삼척탄좌의 사무실 공간을 되살
려 만들어진 문화공간이다. 원시미술 박물관과 현대미술 갤러리가 동시에 맞아주며 옛 탄광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체험은 팝아트 소품 만들기가 대표적이나 시즌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된다.

활동 규모 ~100명

주요 활동장소 강원도 정선군, 삼탄 아트마인 아트센터

예상 소요시간 프로그램별 상이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삼탄 아트마인 033-591-3001

추가 정보 http://samtanartmine.com



'한국을 누려라'

      2019년 9월. 춘천 봄내 체육관에서는 김장이 한창이다. 김장을 담그기에는 아직 이른 가을이건만 왁자
지껄한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메운다. 춘천을 찾은 중국 단체 관광객을 위해 춘천시에서 마련한 김장문화체
험장은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흥겹다. 
이번 한중 김장문화체험은 중국 최대 제약회사 중 하나인 수정제약그룹의 인센티브관광 단체를 위한 자리
이다. 수정제약그룹(修正药业集团股份有限公司)은 임직원 10만여 명, 자산 170억 위안을 보유한 중국
의 대형 제약회사로서, 매년 임직원 대상 인센티브관광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는 1차로 한국을 찾은 
1,400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일주일간 한국에 머무른 인센티브단은 서울 역사여행, 강원 힐
링여행, 인천 중국 문화여행 등 3가지 테마를 잡았다. 
      이 중 강원 힐링여행의 백미가 바로 춘천 봄내 체육관에 마련된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이다. 한국
관광공사와 춘천시가 공동으로 지원한 이번 행사는 대형 단체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넓은 장소에서 한
류 공연과 지역 토산물을 이용한 전통문화체험활동으로 알차게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준비한 배
추만도 1,000여 포기이다. 각종 야채를 썰어 고춧가루에 비빈 양념에 미리 절여진 배추를 버무리는 일이	
낯설 만도 하건만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끝이 제법 꼼꼼하다. 슬쩍 떼어 맛보는 김치 맛에 저절로 환호성이	
오른다. 김치 만들기를 마무리한 뒤에는 사랑의 쌀 전달식, 각종 공연 등으로 행사장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
랐다. 이른 시간부터 김장체험으로 흥을 돋운 이들은 오찬 이후 춘천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제이드가든
과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찾아 시원한 가을바람을 즐겼다.

유치사례 특집

지역별 추천 활동    |    유니크베뉴 추천    |    한국관광공사 MICE 유치지원 시스템

141
대한민국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북

140

G
A

N
G

W
O

N
-

D
O

 삼탄 아트마인 예술 & 상상놀이터

50인 이하
소규모
활동 리스트

[카누 체험]
국내 최초로 도입된 우든 카누를 타고 물의 도시 춘천을 느껴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주관사: 춘천 물레길 033-242-8463

 추가 정보: http://www.mullegil.org

[커피 체험]
대한민국 최초 커피 전문 박물관에서 자연과 커피를 배우고 커피향을 음
미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주관사: 커피커퍼 070-8888-0077

 추가 정보: http://cupper.kr

[뮤지엄산 명상체험]
전원형 뮤지엄을 표방하는 원주 뮤지엄산에서 다양한 전시도 관람하고	
명상관에서 특별한 명상체험을 즐겨보자.
 예상 소요시간: 3시간(명상체험-30분)

 주관사: 뮤지엄산 033-730-9000, 033-730-9017

 추가 정보: http://www.museumsan.org 
                    http://www.facebook.com/museum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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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인천국제공항

광주공항

무안국제공항

군산국제공항

여수공항

광주

여수

군산

김대중컨벤션센터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320km

387km

20km
20km

4km4km

50k
m

50k
m

12
km

12
km

252km
252km

새만금컨벤션센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대구

울산

경주

부산

대전

서울인천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인천국제공항 광주공항(국내선)

무안국제공항

군산공항(국내선)

여수공항(국내선)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252km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320km
 여수: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387km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km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50km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12km

 여수: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20km

* 국제공항에서 컨벤션센터까지 거리

광주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빛의 도시이다. 소담한 한옥 건물
이 즐비한 역사문화마을부터 미래지향적 콘텐츠로 가득한 문화복합시설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자.

 핵심 컨벤션센터: 김대중컨벤션센터 
 지역 뷰로: 광주관광컨벤션뷰로(사), http://www.visitgwangju.kr , 
                      convention@gwangjucvb.or.kr

빛의 물결, 문화도시 

[광주]

전통과 문화가 
살아숨쉬는 

[전라북도]

쉼과 여유를 통한 
아이디어 창출 

[전라남도]

여행체험 1번지 전라북도는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우수한 문화 자원을 지니고	
있다. 효율적인 머무름과 새로운 추억을 선사하는 전라북도에서 시간여행을 떠
나보자.  

 핵심 컨벤션센터: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
 지역 뷰로: 전라북도 관광총괄과, http://www.jeonbuk.go.kr, 
                      063-280-4741

2천여 개가 넘는 아름다운 섬과 깨끗한 생태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도음식
은 전라남도의 자랑이다. 언제 어느 때라도 맛과 멋이 가득한 전라남도에서 몸
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보자.

 핵심 컨벤션센터: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지역 뷰로: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http://jact.or.kr , 061-980-6851, 
                      sjcho9003@jact.or.kr

지역별 추천 활동    |    KTO 선정 KOREA 유니크베뉴    |    한국관광공사 MICE 유치 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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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고을 광주에서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해보자.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정감 있는 지역
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다.

① 전통문화 체험
간단한 전통놀이 등을 곁들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흥겨운 잔치문화 체험을 해보자.  

[농심 줄꼬기 활동]
다년간 국내 유명 축제 현장에서 놀이마당을 진행하고 있는 전통문화연구회 ‘얼쑤’에서  짚을 이
용한 단체 활동인 농심줄꼬기 활동을 운영한다. 모두가 일정한 힘을 합쳐야 기둥이 쓰러지지 않
고 멋진 움직임이 만들어진다.

활동 규모 제한 없음
주요 활동장소 출장 가능(광주공연마루에서 상설 국악 공연 진행)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전통문화연구회 얼쑤 062-676-3844

추가 정보 http://olssu.com

농심 줄꼬기 활동

7-1. 광주

G WA N G J U

추천 활동 

한국 문화 체험 

② 전통 공예 체험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연에서 재료를 빌리고 손끝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한국 전통 공예의 

특징이다. 장인정신과  함께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아름다움을 배워보자. 

[무등산 분청사기 체험]
전통도자기의 투박함 속에 현대의 세련된 디자인을 접목시켜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분청사
기를 만들고 있다. 무등산분청사기 체험과 더불어 다양한 전통콘텐츠 학습의 장으로 활용해보자.

활동 규모 ~200명

주요 활동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평촌도예공방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평촌도예공방 062-266-8008, 010-3632-8211

추가 정보 http://www.pcdy.co.kr

 무등산 분청사기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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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문화 관광지로 유명한 전주를 비롯하여 순창, 남원, 군산 등 전라북도는 찾는 이들도 많
고 이들을 위한 체험활동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① 한식 요리 체험
한식은 다채로운 맛과 빛깔을 자랑하는 음식이 많다. 그만큼 다양한 재료가 필요하고 재료 손질
에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더해져야 하기에 팀빌딩 활동으로도 제격이다. 각자 역할을 맡아 재료
를 다듬고 함께 재료를 섞다 보면 낯선 한식도 맛있어지고, 곁에 있는 동료의 존재는 더욱 든든

해진다.

[전주비빔밥 체험]
전주한벽문화관은 도심 속에서 전통의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전용 체험장에서 전주
비빔밥, 궁중떡볶이 등을 직접 조리하고 맛볼 수 있다.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한벽문화관  

예상 소요시간 1시간~1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재)전주문화재단 063-280-7000, mail@jt.or.kr

추가 정보 http://www.jt.or.kr

7-2. 전라북도

J E O L L A B U K - D O

추천 활동 

한국 문화 체험 

전주비빔밥 체험

[순창고추장 체험]
순창군에서 직영하는 체험장으로 대한민국 대표 고추장인 ‘순창전통고추장’과 순창고추장을 이
용한 고추장 불고기 떡피자나 떡볶이 요리, 전통음식인 인절미나 튀밥 만들기를 해보자.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군장류체험관 

예상 소요시간 4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순창장류체험관 063-650-5432

추가 정보 http://www.janghada.com

② 전통 공예 체험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자연에서 재료를 빌리고 손끝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한국 전통 공예의 
특징이다. 전주는 닥나무로 만드는 전통 한지의 특산지이다.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각종 포장용지에서 산업, 의료 용지는 물론 섬유 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쓰임새로 활용되는 

한지로 공예품을 만들어보자. 

[한지산업지원센터 한지공예]
한지산업지원센터는 한지활용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으로 생활소품, 그릇, 장신구 등 다양한 활
용도를 가진 한지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다.  

활동 규모 ~60명

주요 활동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한지산업지원센터

예상 소요시간 30분(체험당)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한지산업지원센터 063-280-1530

추가 정보 http://www.hi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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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산업지원센터 한지공예

[한벽문화관 전통 공예 체험]
공연, 체험, 찻집과 놀이마당을 고루 갖춘 복합 문화공간인 한벽문화관에서는 한지를 활용한 생
활용품과 전통부채, 칠보 액세서리, 매듭팔찌 등 전통 공예기법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 천연염색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활동 규모 ~100명(추가인원 사전협의)

주요 활동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한벽문화관

예상 소요시간 1시간~1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재)전주문화재단 063-280-7000, mail@jt.or.kr

추가 정보 http://www.jt.or.kr

 한벽문화관 전통 공예 체험

[대승 한지마을 한지체험]
닥가마, 한지 제조장, 한지 작품 전시관과 체험장을 갖추고 있는 전국 유일의 한지테마마을이다. 
한지 제조 체험부터 한지 초지액자 등 한 지를 활용한 다양한 공예품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으
며 한옥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다.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전라북도 완주군, 대승한지마을

예상 소요시간 1일 이상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대승 한지마을 063-242-1001

추가 정보 http://www.hanjivil.com

 대승 한지마을 한지체험

③ 전통문화 체험
하나씩 체험하기엔 할 일이 너무 많다.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한국예절을 배워볼까? 천년전 문
화시설에서 전통놀이를 해볼까? 다양한 문화체험을 두루 해보자. 인증샷을 찍고 간단한 전통놀
이를 곁들이면 더욱 풍성하고 색다른 체험이 가능하다.

[전주난장 생활문화 체험]
쌀가마 옮기기, 다듬이질 체험, 7080 오락실 체험, 고고장 체험, 냇가 빨래터 체험 등 시대를 넘
나드는 한국의 생활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다. 

활동 규모 ~100명(추가인원 사전협의)

주요 활동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일원

예상 소요시간 3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전주난장 063-244-0001

추가 정보 http://www.jjnanj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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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난장 생활문화 체험

[청을전통문화원 전통 체험]
청을전통문화원은 전통문화 교육과 체험학습장으로 1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한복체험부터 한
식, 전통 공예, 다례 체험까지 즐길 수 있다. 대상과 선호도에 따라 맞춤형 개별프로그램으로도	
운영된다.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청을전통문화원 

예상 소요시간 10:00~15:00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청을전통문화원 063-232-6679

추가 정보 http://www.etiedu.co.kr

 청을전통문화원 전통 체험

[팔봉문화촌 전통 체험]
문화예술교육사의 전문적인 지도로 축제문화, 전통 공예, 전래놀이, 한식체험 등을 배워볼 수 있
다. 팔봉농악 발생지를 둘러볼 수 있는 풍물스테이까지 원하는 활동들을 모아 당일형, 1박 2일형	
으로 맞춤코스를 준비해준다.  

활동 규모 ~100명

주요 활동장소 전라북도 임실군, 팔봉문화촌 

예상 소요시간
당일형: 4시간 30분, 
1박2일형: 10:00~다음날10:00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필봉문화촌 063-643-1902

추가 정보 http://www.pilbong.co.kr

 팔봉문화촌 전통 체험

[김명관고택 한옥 체험]
정읍에 위치한 조선시대 99칸 양반가옥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한옥 건축 이론을 곁들인	
한옥 이야기와 함께 한옥 모형조립, 전통방식의 건축자재 다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전라북도 정읍시, 김명관고택

예상 소요시간 1일 이상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김명관고택 063-219-5206

추가 정보 http://cafe.naver.com/kdsarc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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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관고택 한옥 체험

[벽골제 전통 체험]
삼국시대(330년 축조기록)에 만든 치수유적인 벽골제를 중심으로 한 벽골제단지에서 농사문화	
체험을 하고 전통가옥 및 민속놀이 체험장에서 전통문화 체험도 즐겨보자.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전라북도 김제시, 벽골제 민속유물전시관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김제벽골제 063-540-4094

추가 정보 http://www.gimje.go.kr/tour/index.gimje

 벽골제 전통 체험

④ 전통 음악 체험
한국 전통장단과 악기를 배우며 모두 하나 되어 한국의 ‘흥’을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발산해보자.

[한벽문화관 장구, 소리, 탈춤 체험]
공연, 체험, 찻집과 놀이마당을 고루 갖춘 복합 문화공간인 한벽문화관에서는 대표적 민속 악기
인 장구를 비롯하여 판소리와 민요, 탈출 등 한국의 전통 공연문화를 배울 수 있다.

활동 규모 ~100명(추가인원 사전 협의)

주요 활동장소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한벽문화관 

예상 소요시간 1시간~1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재)전주문화재단 063-280-7000, mail@jt.or.kr

추가 정보 http://www.jt.or.kr

[국악의 성지 우리가락 체험]
국악의 성지는 동편제 판소리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국악과 판소리 전시관이자 공연장이
다. 판소리를 배워보고, 전통 악기인 장구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으며, 시립국악단의 상설 공연
이 열리기도 한다. 

활동 규모 ~200명

주요 활동장소 전라북도 남원시, 국악의 성지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국악의 성지 063-620-6905

추가 정보 http://gukak.namwon.go.kr

 국악의 성지 우리가락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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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역 마을 체험
군산은 조수간만의 차가 뚜렷한 바다와 청정한 자연이 반겨주는 곳이다. 자연이 주는 이색체험
을 만끽해보자.    

[신시도어촌체험마을]
새만금방조제와 연결되어 있는 어촌마을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개매기체험, 갯벌에서 바지
락 캐기,  바다 선상낚시 등 이색체험을 할 수 있다.  마을주민들이 준비해 둔 다양한 공예와 놀이	
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전라북도 군산시, 신시도어촌체험마을
예상 소요시간 3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신시도어촌체험마을 063-463-7088

추가 정보 http://www.신시도어촌체험마을.kr

 신시도어촌체험마을

50인 이하
소규모
활동 리스트

[패러글라이딩 체험]
군산 오성산에 마련된 활공장에서 안전하고 짜릿하게 하늘을 날아보자.
 예상 소요시간: 30분
 주관사: 군산패러글라이딩스쿨 063-451-9848
 추가 정보: http://gsparaschool.modoo.at

[미륵산 자연학교]
마을 탐방부터 백제문화탐방, 생태체험 등 다양한 테마의 지역 체험을	
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1일 이상
 주관사: 미륵산자연학교 063-858-2580
 추가 정보: http://www.mireuksan.com

[치유의 숲 힐링 체험]
생태관광지인 진안고원 치유 숲에서 디톡스 케어와 힐링의 시간을 만끽
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체험당)
 주관사: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063-433-1666
 추가 정보: http://www.jinangowonsoop.kr

[반디랜드 천체 관측]
천체 관측 체험은 기본. 사계절 썰매와 모노레일 체험까지 알차게 챙겨
보자.
 예상 소요시간: 50분
 주관사: 반디별천문과학관 063-320-5680, 반디랜드 063-324-1155

[승마 체험]
트로이목마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연 속 체험장에서 말과 친해져보자.
 예상 소요시간: 30분
 주관사: 장수승마체험장 063-350-1612
 추가 정보: http://www.jangsu.go.kr/horse

[임실치즈 체험]
임실치즈를 테마로 한 유럽풍 마을에서 치즈요리부터 서바이벌게임까
지 다양하게 즐겨보자.  
 예상 소요시간: 1일 이상
 주관사:(재)임실치즈테마파크 063-643-2300
 추가 정보: http://www.cheesepark.kr

[책마을해리 출판캠프]
바닷가 마을의 폐교가 변신한 책마을에서 나만의 책을 만들며 사색에 잠
겨보자.  
 예상 소요시간: 2일 이상
 주관사: 고창 책마을해리 출판캠프 063-650-5432
 추가 정보: http://blog.naver.com/pbvilla

[청자박물관 도예 체험]
고려청자의 맥을 잇는 부안청자박물관에서  신비한 푸른빛의 청자를 만
나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체험 후 완성품 배송까지 5~7주)
 주관사: 부안청자박물관 063-580-3964
 추가 정보: http://www.buan.go.kr/buancela/index.b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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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 도서, 육지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과 한국 대표 손맛으로 이름난 전라남도에서 바
다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즐겨보자.  

① 지역 마을 체험
특색을 살려 준비해 둔 지역 마을 체험은 한국인의 특징인 정과 고유의 문화를 즐길 수 있어 좋
다. 다양한 공예와 놀이 체험을 하고 구석구석 동네 탐방을 나서보자.  

[돌산갓대율마을 한식체험]
돌산갓대율 마을은 남해안의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는 매력적인 마을이자 전남 지역음식
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건강밥상 체험마을이다. 전라남도 특산물인 갓김치와 바위게 간장게
장, 색을 넣은 색두부 등 내가 만들어 더 맛있고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보자.

활동 규모 ~80명

주요 활동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돌산갓대율마을

예상 소요시간 1시간(체험당)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돌산갓대율마을 061-654-9433

추가 정보
http://www.farmstay.co.kr/village/A40470
http://blog.naver.com/dora48/221731405622

[금오도 체험 휴양마을 이색체험]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을 기점으로 다양한 해양레저체험, 농촌체험, 어촌체험이 가능하다. 배를	
타고 찾아가는 길부터가 체험의 시작으로 방풍 소세지만들기 등 바닷가 마을에서만 할 수 있는	
이색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7-3. 전라남도

J E O L L A N A M - D O

주요 활동 

한국 문화 체험 

활동 규모 ~60명
주요 활동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금오도 체험 휴양마을
예상 소요시간 1박 2일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금오도 체험 휴양마을 010-7190-8978

추가 정보 http://www.금오도체험휴양마을.com

 금오도 체험 휴양마을 이색체험

[여수 갯벌 노을마을 전통문화체험]
얕은 수심과 넓은 갯벌이 인상적인 마을이다. 대나무를 이용한 망둥어 낚시, 맨손으로 고기를 잡
는 개매기 체험, 갯벌에서 바지락 캐서 수제비 만들기 등 어촌체험은 물론 농촌생활체험과 국악
체험도 할 수 있다.

활동 규모 ~80명(개매기체험: 30명~)
주요 활동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장척마을
예상 소요시간 1시간(체험당)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장척마을회관 061-691-8777

추가 정보 http://jangcheok.go2vil.org

]

 여수 갯벌 노을마을 전통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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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레일바이크]
왕복 3.5km에 이르는 탁 트인 해안을 따라 뻗어있는 철길을 타고 시원한 여행을 떠나보자. 남
녀노소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으며, 터널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해안가로 오동도
와 남해가 손에 잡힐 듯 가깝다. 해가지면 바다위의 불빛이 밤바다의 낭만을 더해준다.

활동 규모  ~280명(1대당 4명)

주요 활동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역(폐역), 여수레일바이크

예상 소요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여수해양관광개발 061-652-7882

추가 정보 http://www.여수레일바이크.com

여수레일바이크

[여수 크루즈 체험]
우리만의 공간에서 즐기는 바다 위 지상낙원. 국내 최대 규모 연안 크루즈에 탑승해 선상여행을	
경험해보자.

활동 규모 ~920명

주요 활동장소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대교 선착장

예상 소요시간
주간 크루즈: 1시간 30분,
야경 크루즈: 2시간 30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영어

주관사  여수미남크루즈 1833-5880

추가 정보 http://www.yeosucruise.co.kr

이색 체험 

\

여수 크루즈 체험

50인 이하
소규모
활동 리스트

[스카이플라이]
로프에 의지해 엑스포공원 앞 바다 위를 날아보자.  
 예상 소요시간: 10분
 주관사: 여수스카이플라이 061-666-2626
 추가정보: http://www.exposkyfly.co.kr

[여수 국가대표 패러글라이딩]
국가대표 출신 강사의 도움으로  하늘 위에서 아름다운 여수를 즐겨보자.
 예상 소요시간: 1시간
 주관사: 여수 국가대표 패러글라이딩 010-6540-6541
 추가정보: http://sbpara.com

[익스트림 공중그네 & 오션스카이워크]
절벽 위에서  바다를 향해 타는 그네와 바다 위 외나무다리를 걷는 짜릿
한 경험을 해보자. 
 예상 소요시간: 10분(체험당)
 주관사: 여수예술랜드 1522-2600, 061-665-0000
 추가정보: http://www.alr.co.kr/special.html?idx=26989&order=5

[웅천친수공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여수에서 딩기요트, 윈드서핑, 카약,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
를 즐겨보자.
 예상 소요시간: 1~2시간(여름에만 운영)
 주관사: 여수스포츠클럽: 061-685-8220, 010-9563-8202

  	 한국해양소년단 전남동부연맹: 061-686-0591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동부지부: 061-641-0122
 추가정보: http://blog.naver.com/goystour/22160829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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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청권역)

세종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대전무역전시관

청주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195km 45
km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

울산

경주

부산
광주

서울인천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청주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대전컨벤션센터, 
  대전무역전시관 45km

 대전컨벤션센터, 
  대전무역전시관 195km

* 국제공항에서 컨벤션센터까지 거리

대전은 컨벤션벨트를 조성하여 MICE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으
며, 아시아최초로 국제기준의 세계도시마케팅 인증을 획득한 선진MICE 
도시이다. 활발한 MICE 네트워크의 축적된 노하우와 MICE 아카데미 운영
으로 질적으로 풍성한 MICE 인프라를 누려보자. 

 핵심 컨벤션센터: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무역전시관은 2021년 재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 중임
 지역 뷰로: 대전마케팅공사, http://www.dime.or.kr,
                      micedaejeon@dime.or.kr, 033-255-5048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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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 체험활동에서도 과학과 문화의 도시라는 지역특성이 잘 드러난다. 자연의 선물과 조상
의 지혜를 조화롭게 풀어내어 효율적으로 전해주는 체험활동을 즐겨보자.

① 전통문화 체험

[대전평생학습관 예절교육]
한복 입는 법, 절하는 법 등 기본예절교육부터 민속놀이와 다도체험까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
험해볼 수 있다.

활동 규모 ~50명

주요 활동장소 대전시 중구, 대전평생학습관

예상 소요시간 3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대전평생학습관 예절교육센터 042-220-0578

추가 정보 http://www.dllc.or.kr

8. 대전

D A E J E O N

추천 활동 

한국 문화 체험 

대전평생학습관 예절교육

② 지역 마을 체험
특색을 살려 준비해 둔 지역 마을 체험은 한국인의 특징인 정과 고유의 문화를 즐길 수 있어 좋다. 
다양한 공예와 놀이 체험을 하고 구석구석 동네 탐방을 나서보자.  

[무수천하마을 전통생활 체험]
장승과 장독대가 반기는 무수천하마을은 ‘하늘 아래 근심 없는 마을’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전
통이 살아있는 농촌체험마을에서 한식 만들기나 전통공예 체험을 해도 좋고 농작물 수확이나	
숲 체험에 나서도 좋다.

활동 규모 한식 체험: ~200명, 전통공예 체험: ~80명

주요 활동장소 대전시 중구 오월드 인근, 무수천하마을

예상 소요시간 체험+식사: 4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무수천하마을 042-285-5557

추가 정보 http://musu.go2vil.org

무수천하마을 전통생활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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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목재문화체험장 목공예 체험]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자연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실내 체험실에서 체험이 이루어지지
만 인원이나 요구 사항에 따라 야외 체험도 가능하고 보문산 숲치유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진
행도 가능하다.

활동 규모 ~60명(팀당 20~30명) 

주요 활동장소 대전시 중구 보문산공원, 대전목재문화체험장

예상 소요시간
초급 체험(나무코스터): 1시간,
중급 체험(나무도마):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대전목재문화체험장 042-254-4565

추가 정보 http://www.wooddj.org

대전목재문화체험 목공예 체험

[보문산 숲치유센터 힐링 체험]
보문산 숲속에 동화같이 자리한 숲 치유센터에서 쉼과 힐링을 체험해보자. 사전 신청을 하면 숲
해설가와 함께 숲 이야기를 들으며 산책을 즐길 수 있고 치유센터 실내에도 명상과 요가를 위한	
수련실과 신체 건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활동 규모 ~60명(팀당 10~15명)

주요 활동장소 대전시 중구 보문산공원, 보문산 숲치유센터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진행 가능 언어 한국어

주관사  보문산 숲치유센터 042-270-7878

추가 정보 http://cafe.naver.com/forest2707878

이색 체험 

대전의 허파라 불리는 보문산 자락
에 나란히 자리잡은 목재문화체험
장과 숲치유센터를 동시에 이용해
보자. 대형 단체관광객의 효율적인 
체험을 위해 목재문화체험장과 숲
치유센터가 손을 잡고 단체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팀을 나누어 한
팀이 지정장소에서 도마 등 목재용
품 만들기 체험을 하는 동안 다른 팀
은 보문산 숲자락을 돌며 해설사와 
함께 숲탐방을 나선다. 전문가의 안
내와 설명을 들으며 숲이 주는 가치
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고 실내외
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활기찬 시간
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시간은 3시간~4시간 내외이며 팀당 
30명, 총 60명 선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 문의: 
대전목재문화체험장
042-254-4565   

숲이 주는 즐거움! 
목재체험과 산림치유를 한번에

50인 이하
소규모
활동 리스트

보문산 숲치유센터 힐링 체험

[가죽공방 체험]
키링이나 카드지갑 등 간단한 단품 위주로 가죽공예를 배워보자.
 예상 소요시간: 2시간

 주관사: 작은공방(미스터제이) 070-8283-1104

 추가 정보: http://blog.naver.com/gongbang_mrj



2번째는 2배로 왔어요! 
Millionaire Club Indonesia가 선택한 KOREA

2018년 9월, 인도네시아 화장품 판매 기업 'MCI(Millionaire Club Indonesia) ' 임직원 2,115
명이 한국을 찾았다. 2017년 2월 한국의 설원을 즐기고 간지 1년 반만의 방문이자 동남아 단일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문이다. 
MCI그룹은 이미 지난 2017년 2월 1,162명의 대규모 인원으로 한국을 찾은 바 있었다. 이들
은 강원도에서 스키체험, 경기도 이천에서 딸기 따기 체험, 아침고요 수목원의 오색별빛축제 관
람 등 한국에서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즐겼다. 추위를 모르고 지내던 이들에게 한국
의 추위가 맹렬하게 느껴질 법도 하건만, 휘닉스파크 스키장의 새하얀 설원을 찾은 이들은 눈
과 함께 마냥 함박웃음을 지었다. 
MCI그룹과의 만남은 2016년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MICE Night Show’에서부터 시작되었
다. 이후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관련업계와 함께 수차례의 세일즈콜과 맞춤형 안내를 보냈고 드
디어 MCI 담당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방한 인센티브 지원 행사의 일환으로 공항에서 기다
리고 있던 환영행사단을 만난 이들에게서 낯설음보다 반가움이 느껴지는 것이 그동안 주고받
은 수많은 이메일에서부터 곱게 자라난 호감을 느끼게 한다. 
다시 한국을 찾은 이들은 무엇을 즐겼을까?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가을여행을 선택한 MCI 임직
원들은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로7017, 명동 등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를 둘러봤다. 서울시에서
는 이들을 위해 여행지에 한복체험 부스를 설치해 MCI 임직원들이 한복을 입고 윷놀이, 제기차
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후 경기도 가평의 쁘띠프랑스, 용인 에버랜드, 
임진각 등을 찾아 쾌청한 대한민국의 가을을 만끽했다.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담뿍 느낄 다음
번 만남을 기약해본다.  

특집 1
인센티브 유치사례

2019 대한민국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투어프로그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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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방문
2017.2.2-3.11 

1,162 명

2018.9.9-10.2 

2,115명

2차 방문
MCI 그룹 인센티브

투어단의 

한국 방문 일정

 MCI 2차

 MCI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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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베뉴 추천

PART

2
1. 서울
2. 인천, 경기
3. 제주
4. 부산, 울산, 경상남도
5. 대구, 경주, 경상북도
6. 강원
7.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8. 대전(충청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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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유니크베뉴
 우리옛돌박물관 
 한국가구박물관  
 한국의집(한국문화재단)
 삼청각
 국립중앙박물관
 이랜드크루즈
 저스트케이팝
 문화비축기지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

대형행사 가능 장소
 엘타워
 에스팩토리
 롯데월드
 국립국악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스테이지28

1
서울

1) 우리옛돌박물관

우리옛돌박물관은 국내외로 흩어져 있던 한국의 석조유물을 한자리에 모아 건립한 석조전문박
물관이다. 1,300여 점의 석조유물들 외에도 규방문화의 결정체인 전통 자수 작품 300여 점, 한
국을 대표하는 근현대 회화작품 150여 점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뒤편으로는 다양한 수
목과 야생화가 심어진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이 자연스레 눈에 담긴다.  
박물관 내외부의 다양한 공간들을 행사 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며, 4층의 루프탑은 서울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풍경을 자랑한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13길 66 02-986-1001

이메일 팩스

kosa@ksmuseum.com 02-986-3600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koreanstonemuseum.com 실내 3, 테라스 2, 야외 3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Banquet

자수관 2층 116 60 50 
기획전시관  3층 288 150 100 

교육실 2층 44 - 30
필로티 1층 야외 58 150 100
테라스   2층 야외 - 60 50 
테라스 3층 야외 - 50 30 
루프탑  PH 야외 496 300 200 

오감만족 야외 - 70 50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코리아
유니크베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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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자동차 17대, 대형버스 불가
• 제공 장비: 기본 무대, 빔 프로젝터, 음향 시설, 조명 시설, 테이블 & 의자, 연단, Wi-Fi 
• 식음료 지원: 취사시설 있음, 외부 케이터링 가능 
• 부대 시설: 카페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일본어] 가능 직원 근무 

주요 행사   
• 2016 월드뱅크 Korea Green Innovation Days, Seoul 
• 2016 부산신항국제터미널 외국 선사 초청 만찬 
• 2016 두산엔진 주최 ITV 트라이애슬론 국제 연맹 이사회 
• 2017 SIBAC 제16회 서울국제경제자문단 총회 환영 만찬 및 공연 
• 2018   제7차 UNWTO 세계도시관광총회
• 2019   2nd INTERNATIONAL SYMPOSIUM OF THE AACC(헌법재판소)
• 2019   한국문학번역원 행사

근교호텔    
포시즌스 호텔 서울, 코리아나호텔,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 
롯데호텔 서울, 더 플라자 

2) 한국가구박물관

한국가구박물관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전통 목가구를 재료별, 종류별, 지역 특성별로 전시하
고 있는 곳이다. 1995년부터 약 15년간 궁집을 비롯해 한국의 옛 가옥 10채를 옮겨왔으며, 모
든 건축과 시설물은 고재를 수작업으로 만들어 놓은 특별한 공간이다. 한국의 전통 주(主) 생
활문화를 보여주는 한국의 생활사 공간으로 좌식생활에 맞게 제작되었던 전통 가구의 쓰임새
를 직접 체험해볼 수도 있다.  
지난 2011년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으로 CNN에 보도된 바 있으며, 시진핑 주석 내외, 
독일 대통령, 싱가포르 총리, 벨기에 국왕 내외, 스웨덴 국왕 등 세계 주요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
어지고 있다.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121 02-745-0181

이메일 팩스

info.kofum@gmail.com 02-745-0031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kofum.com 실내3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Banquet

궁채  1층 240 - 60

곳간채  1층 140 - 20

특별전시관  1층 350 - 60~70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35대, 대형버스 3대
• 제공 장비: 마이크  
• 식음료 지원: 취사시설 없음, 케이터링 가능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가능 직원  근무(동시통역 가능) 

주요 행사   
• 2015 샤넬크루즈 컬렉션 갈라 디너 
• 2015 독일대통령 방문 및 차담 진행  
• 2016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외교부  장관 전략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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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루이비통 특별전시 
• 2019 Philippe Leopold Louis Marie(필리프) 벨기에 국왕 내외 방문 및 차담 
• 2019 HRH Crown Prince Frederik(프레데릭) 덴마크 왕세자 내외 방문 및 만찬 
• 2019 LG 생활건강 더 히스토리 오브 후 전시 및 이벤트 
• 2019 Van Cleef & Arpels 전시 및 만찬 

근교호텔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롯데호텔 

체험활동   
한국어와 영어로 가이드 투어가 가능하다. 관람시간은 약 1시간이며, 한 달 전  홈페이지에서 사
전예약을 해야 한다.

3) 한국의집(한국문화재단)

1957년 한국을 방문하는 외빈을 위한 영빈관으로 지어진 한국의집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문
화를 알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집에서는 조선시대 궁중음식을 기반으로 정성스럽게 담아 낸 한정식, 화려한 춤과 소
리가 어우러진 전통예술 공연, 격조 있는 전통 혼례와 전통 연회, 오감으로 즐기는 전통문화체
험 등 한국의 모든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10 02-2266-9101

이메일 팩스

sj@chf.or.kr 02-2264-0979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koreahouse.or.kr 실내 2,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Banquet

중정마당  안뜰, 야외 354 250 180 140 

민속극장  1층 264 - 128 - 

취선관  2~3층 283 100 100 70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60대, 대형 버스 5대
• 제공 장비: 기본 무대, 스크린, 음향 시설, 조명 시설, Wi-Fi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 직원  근무 

주요 행사   
• 2019 한식문화행사 
• 2019 '서울드라마어워즈' 만찬행사
• 2018 IEEE SAS(국제행사)
• 2017 국빈만찬(전인도네시아 대통령)
• 2017 2017AAS-in-ASIA 국제학술대회

근교호텔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명동

체험활동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식 만들기, 공예, 

예능 체험, 공연관람 등이 있으며 한복 입어보기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의집 전통문화 체험
-----------------------------------------------------------
한국의집에서는 한국 전통의 아름
다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20인 
이상 단체라면 유니크베뉴 사용과 
관계없이 예약이 가능하며 유료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크게 요리체
험과 공예체험, 한복체험, 예능체
험으로 구분되며 체험당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대부분의 
체험은 50인까지 동시에 이용이 가
능하며, 김치만들기, 한지공예, 매
듭공예, 탈만들기 등의 체험은 400
명까지도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전통 한식 메뉴로 준비된 식사와 
한복체험, 공연관람을 묶은 패키지 
상품도 준비되어 있다. 패키지 상
품은 2인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므
로 소수 인원도 한국의 전통문화를 
즐겨볼 수 있다. 월요일에는 공연 
프로그램만 휴관한다. 체험프로그
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예
약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자. 
* 예약문의: 02-2270-1125 

베뉴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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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청각

삼청각은 1972년 개최된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남북 적십자 대표단 만찬 장소로 지어졌으며, 
현재는 공연장과 한식당, 와인 바, 문화 체험 공간 등 전통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총 6채의 한옥으로 구성된 삼청각은 한옥과 야외마당, 수려한 자연 풍광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
며, 가장 규모가 큰 일화당에는 앞마당과 실내 무대도 마련되어 있다. 사전 요청 시 채식 및 할
랄 메뉴도 준비가 가능하여 폭 넓은 행사 진행을 계획할 수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사관로 3 02-765-3700

이메일 팩스

khk74@sejongpac.or.kr 02-3676-3464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samcheonggak.or.kr 실내 4, 실내외 혼합 2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Reception Banquet

일화당  1층(실내외 혼합) 422 150 150 150 

유하정  2층 171 40 40 40 

청천당  1층(실내외 혼합) 171 60 60 60 

천추당  1층 280 60 60 60 

동백헌  1층 138 20 20 20 

취한당  1층 136 20 20 20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100대, 대형 버스 5대 
• 제공 장비: 프로젝터, 음향시설, 조명시설
• 식음료 지원: 케이터링 가능
• 부대 시설: 카페, 한식당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가능 직원  근무

주요 행사   
• 2014 국제교류재단, 한중교류협회 VIP 행사 
• 2015 싱가포르 MICE 로드쇼 
• 2017 문화체육관광부, 노벨평화상 수상 단체 행사 
• 2017 세계도시문화포럼 WCCF 만찬
• 각종 드라마 및 방송 촬영(런닝맨, 왔다 장보리, 식객, 신들의 만찬 등) 

근교호텔    
더플라자호텔, 포시즌호텔 

체험활동    
사전예약을 통해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다. 체험은 10명 이상 신청시 가능하
며, 영어동시통역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삼청각 전통문화 체험
-----------------------------------------------------------
삼청각에서는 다례, 규방공예, 한
식 요리, 한복, 전통음악(장구), 전
통무예(택견) 등 다양한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다. 체험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영어동시
통역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10
명 이상시 운영되며, 체험 당 약 1
시간에서 1시간 반 가량 소요된다. 

베뉴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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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20세기 근대까지 한국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한
국 최대 규모의 국립박물관이다 메인 전시 공간인 6개의 상설 전시관과 주제별 전시가 이루어지
는 기획 전시관, 다양한 석조 유물을 전시한 야외 열린마당,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야외 열린마당이 적합하며, 강의나 학술 대회 진행을 위해서는 세
미나실이 좋다. 박물관 내부의 레스토랑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해 회의를 진행하면서 만찬
을 즐길 수도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02-2077-9227

이메일 팩스

wjddbfla774@korea.kr 02-2077-9937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 www.museum.go.kr 실내 3,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대강당  1층 1,750 - 416 

열린마당  야외 4,752 3,000 - 

소강당  1층 301 - 214 

강의실 1,2 1층 250 - 100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자동차 600대 , 대형 버스 78대
• 제공 장비: 빔 프로젝터, 음향 시설, 조명 시설, 테이블 & 의자, 연단 등 
• 부대 시설: 휴게 공간, 레스토랑, 카페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전시해설 가능 

주요 행사   
• 2014 한아세안 문화예술포럼  
• 2014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만찬  
• 2018 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문재인 대통령 방문)  
• 2018 제10회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  
• 2019 ICOM 정기총회 

근교호텔    
그랜드 하얏트 서울, 서울드래곤시티, 임피리얼 팰리스부티크호텔, 호텔 캐피탈  

체험활동   
전시 관람 시 외국어 해설이 가능하며 도자기, 한국화, 서예 체험 등 별도의 유료체험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체험 2개월 전에는 이메일(arahan10@korea.kr) 로 신청하여야 한다.  

6) 이랜드크루즈

이랜드크루즈는 1986년 첫 취항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고객들에게 한강에서의 소중한 추억
을 제공하고 있다. 유람선 터미널에 카페,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편의점 등이 입점해 있으
며 미디어파사드와 분수 등이 설치되어 편안함과 휴식,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한다.
현재 총 6척의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아라호, 트리타니아호, 브리타니아호에서는  선
상에서 연회를 즐길 수 있다.  연회 음식 자체 조리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할랄푸드도 준비 가
능하다. 일몰 시간에 맞춰 유람선에서 행사와 식사를 하면서 한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
는 것도 가능하다.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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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290 
이랜드크루즈 여의도 선착장  02-6291-6900

이메일 팩스

lee_ho@eland.co.kr -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elandcruise.com 크루즈 6대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Reception Banquet

아라호  1~3층 698 300 150 150 

트리타니아호  1~2층 627 236 236 236 

브리타니아호  1~2층 333 197 197 197 

에비타니아호  1~2층 627 539 - - 

시티호  1~2층 342 249 - -

우바호  1~2층 203 177 - -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200대, 대형버스 20대
• 제공 장비: 빔 프로젝터, 음향 시설, 조명 시설, 테이블 & 의자, 무대
• 식음료 지원: 케이터링 가능(한식, 양식, 할랄) 
• 부대 시설:(유람선 터미널) 카페,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편의점 등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 직원 근무  

 한강 크루즈에서 제빵 체험 
-----------------------------------------------------------
한강을 누비는 유람선에서 제빵왕
이 되어 직접 빵도 만들고 유쾌한 
‘팡쇼’공연도 즐겨보자. 유쾌한 진
행자들이 쉽고 재미있게 체험을 유
도하고 이어지는 팡쇼는 마술과 엔
터테인먼트가 가득해 유쾌,상쾌, 
통쾌한 시간을 선사한다. 만들어
진 빵은 공연관람과 한강 유람동안 
구워져 나온다. 해가 지면 선상에
서 라이브공연과 불꽃놀이 관람도 
가능하다. 제빵체험과 공연관람이 
포함된 팡팡크루즈 소요시간은 약 
110분, 참여가능인원은 최대 180
명이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
남어, 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도 
의뢰가 가능하다. 

*제빵체험 관련 문의: 
빵쇼, 02-722-4400, 
http://www.pangshow.co.kr   

베뉴 활용 사례

주요 행사   
• 현대자동차 팬파크
• 두산공작기계 유럽 파트너스 초청 행사
• 서울 세계불꽃축제 VIP 초청 만찬
• 세계변호사협회(IBA) 만찬
• ConsAsia 2019 만찬 

근교호텔    
콘래드 서울호텔, 켄싱턴호텔 여의도, 글래드호텔 

체험활동    
한강을 유람하면서 체험과 공연이 어우러진 팡쇼에 참가할 수 있으며, 야간에는 라이브공연이
나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도 있다.   

7) 저스트케이팝

저스트케이팝은 K-POP 공연과 식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콘서트 다이닝'을 표방한다. 낮에는 
석촌호수를 내려다보며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브런치 카페로 운영되며 저녁에는 K-POP과 락, 
재즈, 퓨전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지는 축제의 장이 된다.  
매일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지는 곳답게 LED 디스플레이와 음향시설, 조명시설 등이 갖춰진 무
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250석의 넓은 공간에서 프로페셔널한 셰프들이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수 있다. 외국어 응대가 가능한 다국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인센티브 갈라 디너, 기업
행사, 쇼케이스, 런칭파티 등을 열기에도 좋다. 또한, 서울의 랜드마크인 잠실 롯데월드타워&몰
에 위치해 교통, 관광, 쇼핑에도 최적화 되어 있다.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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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앤월드몰  5,6층 1644-9996

이메일 팩스

sophie.j@justkpop.co.kr -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justkpop.co.kr 실내 4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Banquet Reception

다이닝 홀  5층 728 450 250 400

VIP실 1  6층 14 - 12 -

VIP실 2  6층 10 - 8 -

VIP실 3  6층 10 - 8 -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자동차 2,734대, 대형버스 200대(쇼핑몰 건너편 지상주차장)
• 제공 장비: 무대, 무대 LED 배경, 프로젝터, 음향 시설, 조명 시설, 입구 대형 LED TV, 스크린, Wi-Fi  
• 식음료 지원: 케이터링 가능(양식)
• 부대 시설: 대기실, 클락룸, 오픈키친, 엔지니어실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일본어] 가능 직원 근무 

주요 행사   
• 2019 IBA Seoul-Law Rocks Seoul Charity Event 진행 
• 2019 말레이시아 총리 방문 Malaysian Diaspora Dinner 진행
• 2019년 Malaysia Coway Teambuilding Workshop
• 2019년 FUJIFILM Incentive Gala Dinner 
• 2019년 TOYOTA Philippines Incentive Gala Dinner 
• 국내 기업행사 로레알, 쿠팡, 신협, 신한은행, 현대자동차 등 다수진행 

근교호텔    
시그니엘 서울, 롯데호텔 월드, 파크하얏트 서울 호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서울 강남, 롯데호텔 L7 강남

8) 문화비축기지

문화비축기지는 41년간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됐던 마포석유비축기지가 시민들의 문화공간으
로 탈바꿈한 도시재생 랜드마크이다. 석유를 보관하던 5개의 탱크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해체
된 탱크의 철판을 활용해 만들어진 T6는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문화비축기지는 친환경, 재생, 문화가 중심이 되는 생태문화공원으로서 전시, 공연, 문화행사, 
시장 등 문화행사가 끊임없이 열리고 있으며, 다양한 목적의 행사를 위한 대관도 가능하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87 02-376-8410

이메일 팩스

taewon1106@seoul.go.kr 02-302-0031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culturetank.blog.me 실내 2, 야외 2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Banquet

T2 공연장  T2 1층 608 300 200 150

문화마당 야외(T0) 33,000 20,000 - -

T2 야외무대 야외 608 700 400 -

T6 원형회의실 T6 지하2층 164 50 30 -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46대, 대형버스 불가
• 제공 장비: 빔 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화이트보드, 음향시설, 테이블&의자
• 부대 시설: 석유비축기지 탱크원형, 커뮤니티센터, 이야기관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대한민국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북 지역별 추천 활동    |    유니크베뉴 추천   |    한국관광공사 MICE 유치지원 시스템 

184 185

주요 행사   
• 2018, 2019 서울서커스페스티벌
• 2019 BTS ARMY PEDIA
• 2017-2019 건축문화제
• 2018, 2019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2019 비건페스티벌 

근교호텔    
스탠포드호텔, 홍대 라이즈 호텔

체험활동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관람하거나 이야기와 함께 문화비축기지를 둘
러볼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어 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준비되
어 있는 오디오 가이드를 활용해 자유롭게 둘러봐도 좋고 30인 이하 단체라면 화요일부터 토요
일까지 하루 2번 한국어로 진행되는 시민투어에 참여해 봐도 좋다. 
*문화비축기지 시민투어 문의처: 02-376-8736

9)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

한강에 조성된 인공섬인 세빛섬에 위치한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은 한국에서 유일한 수상 컨
벤션 시설이다. 높이 13m에 이르는 돔 형태의 공간인 컨벤션홀에서는 16,000 Ansi 해상도를 가
진 18M와이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 보다 화려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고, 프라이빗 발코니를 포함
하고 있는 빌라드 노체(연회장)는 중세 유럽풍으로 꾸며져 있어 품격 있는 연회를 개최하기에 좋다.   
플로팅 아일랜드는 건물 외부에 설치된 LED조명이 화려한 불빛을 뿜어내 야경 명소로 손꼽히는 곳
으로, 현대적인 서울의 도심 풍경과 아름다운 한강을 조망하면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행사 진
행 시 세빛섬과 연결되는 도교에 웰컴 배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대형 스크린 시설을 통해 연회 관
련 영상 및 환영 메시지를 띄울 수도 있다.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 02-537-2440

이메일 팩스

ficonvention@gmail.com 02-537-2499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ficonvention.com 실내 4 , 실내외 혼합 2,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Banquet Classroom

컨벤션홀  2층 762 1,500 550 - 
빌라드 노체  2층(실내외 혼합) 621 300 200 100 

비스타  3층 419 300 200 100 
리브고쉬  3층 254 150 110 100 
테라스룸  3층(실내외 혼합) 150 70 - - 
메디치  3층 50 - 20 - 

테라스 온더베이 4층-5층(야외) 1,950 1,500 450 -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자동차 900대, 대형 버스 100대 
• 제공 장비: 무대, 빔 프로젝터, 음향 시설, 조명 시설, 특수 조명, 테이블 & 의자, 연단, Wi-Fi, 
                    카 리프트 시스템 
• 식음료 지원: 취사 시설 있음, 케이터링 가능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 직원 근무, 동시통역 가능 

주요 행사   
• 2018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대회 만찬
• 2018 Google Bootcamp
• 2019 Twitter #4Brands Marketing Event
• 2019 kirec세계재생에너지총회
• 2019 IEEE MEMS 2019 Banquet

근교호텔    

JW메리어트호텔 서울, 쉐라톤 호텔, 그랜드 하얏트 서울, 신라호텔, 르메르디앙 서울(구 리츠칼튼)

체험활동    

국제 행사 진행시 불꽃놀이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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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엘타워 

엘타워는 ‘호텔급 연회 서비스의 대중화’를 목표로 한다. 10미터 높이의 천정고에서 느껴지는 
품격과 초대형 주차장, 전 층이 에스컬레이터로 이어지는 편리성에 그동안의 격조 높은 행사 진
행에서 쌓은 노하우를 더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02-526-8750
이메일 팩스

5268756@eltower.co.kr -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eltower.co.kr 중형 이상 실내 8(총 19실)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Theater  Classroom Banquet 

그랜드홀  7층 775 1,000 500 460
그레이스홀  6층 775 1,000 500 460
매리골드홀 5층 559 500 270 260
엘하우스홀 8층 273 250 140 152
엘가든홀 8층 235 120 70 80
멜론홀 별관 5층 235 200 120 117
루비홀 지하 1층 251 200 100 108
골드홀 지하 1층 234 200 120 144

주요행사   

• 2017 Microsoft Build Tour / Microsoft  
• 2017 Mobile Moves People Facebook / facebook  
• 2017 배틀그라운드 Media Showcase / 카카오게임즈   
• 2016 지식서비스 국제컨퍼런스 / 산업통상자원부 

대형행사
가능장소

11) 에스팩토리

에스팩토리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성수동 공장지대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체
육관이나 공장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던 4개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오픈스페이스로 활용하
고 있다. 루프탑과 가든을 포함한 공간에서 전시, 공연, 파티, 마켓, 컨퍼런스, 아트페어 등 다양
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15길 11 02-6388-8321

이메일 팩스

sjyang@level5.co.kr 02-6388-8388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sfactory.kr 실내 3,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Theater  Standing

Stage A 1층 925 500 1,000
Stage A 2층 681 500 1,000
Stage B 

(Story Gallery) 3층 102 50 100 

Stage B 야외(루프탑) 611 300 800 

주요행사   

• 2017~2019 패션코드 Fashion K’ODE /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9 유니온 아트페어
• 2019 저스트 앵 끌루(Juste un Clou) 런칭 행사 / 까르띠에
• 2018 서울레이터 전시회
• 2018 패션코드 Fashion K’ODE 2018 F/W 
• 2017 온더레코드 런칭파티 / 유니버설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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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롯데월드

‘모험과 신비의 나라’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한국의 대표 테마파크다. 실내외를 아우르는 테마
파크에는 50여개 이상의 매력적인 어트랙션이 있고 계절과 시간에 따라 다양한 축제와 공연
이 열린다. 실내 아이스링크, 석촌 호수, 민속박물관 등 즐길 거리가 많아 특색 있는 행사를 진행
할 수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40 1661-2000

이메일 팩스

subin93@lotte.net  -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lotteworld.com 실내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가든스테이지 1층 485 1,200

주요행사   
• 2013 맥도널드 싱가포르 ‘2013 매니저 컨벤션’ 
• 2014 국제공항협회(ACI) Asia-Pacific 총회 오프닝리셉션(민속 박물관) 
• 2014 ASQ 시상식 및 갈라디너(아이스링크) 

체험활동   
실내외 테마파크에서 어트렉션 체험이나 공연, 퍼레이드 관람을 할 수 있다. 같은 건물 내 
위치한 실내 아이스링크, 민속박물관 등과 연계하면 더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13)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은 전통 공연 예술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국립 예술기관이다. 국립국악원에는 야
외극장인 연희마당을 비롯해 4개의 공연장이 있으며, 국악 유물과 악기를 전시한 국립 국악박물관
과 국악 체험이 가능한 국악연수관을 갖추고 있어 한국 전통 공연 예술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64 02-580-3300
이메일 팩스

screen@korea.kr 02-580-3025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gugak.go.kr 실내 3,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연희마당 야외극장 2,726 1,300
예악당 실내 12,287 700
우면당 실내 3,879 230

풍류사랑방 실내 2,726 130

주요행사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엠블럼 공식발표 
• 국립국악원 주최 국제학술대회

체험활동   
국립국악원에서는 외국인 단체방문객을 위하여 국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구로 한국
의 기본장단을 배워보고 간단한 사물놀이까지도 체험해볼 수 있다. 체험강습은 매주 금요일 
오전과 오후 2시간씩 진행되고 최대 25명까지 가능하다. 체험과 관련된 문의는 국악진흥과 
02-580-3054,  baewon@korea.kr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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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DDP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이다.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고 문화
를 교류 하는 장소로 2014년 개관 이래 각종 전시, 신제품 발표회, 포럼, 컨퍼런스 등 다양한 문
화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제품과 패션 트렌드를 알리고, 지식을 공유하며, 다양한 디자인 체험
이 가능한 ‘디자인·패션산업의 발신지’를 지향한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81 1644-3033
이메일 팩스

play@seouldesign.or.kr -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ddp.or.kr 실내 4,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Theater  Banquet

알림 1관 알림터 지하 2층 2,992 1,500 1,300
알림 2관 알림터 지하 2층 1,547 1,000 610

국제회의장
(단독 대관 불가) 알림터 지하 2층 414 220 120

갤러리문 단독건물, 실내 341 - 100
어울림광장 야외(지하 2층) 1,100 - -

주요행사   
• 2019 2020 S/S 서울패션위크(알림2관, 살림터, 어울림광장)
• 2018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알림관 전관, 어울림광장)

체험활동   
DDP에서는 투어해설가와 함께하는 DDP 건축물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DDP 내부시설물
은 물론 외부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 포함된다. 사전예약자에 한해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국어
나 영어로 진행되며, 20인 이상이면 단체할인을 받을 수 있다.  *DDP 건축물 투어 문의: ddptour@
seouldesign.or.kr, 02-2153-0310 

15) 스테이지28

스테이지28은 시원하게 흐르는 한강 물줄기와 사계절 고덕산의 아름다운 변화를 즐길 수 있
는 도심 속 쉼터이다. 총 면적 39,600m² 의 거대한 자연을 품고 있는 공간으로 EAT, PLAY, 
LOVE 3가지 테마로 유니크하고 특별한 경관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61길 105 02-3426-1928
이메일 팩스

stage28@stage28.co.kr -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stage28.co.kr  실내 5, 야외 2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메모리가든 야외 900 600
그린하우스 1층 649 408

더 그린 2층 120 70
더 그린 테라스 3층(테라스) 120 70

그릴 레스토랑 A  1층 184 100
그릴 레스토랑 B 1층 160 80

카페 2층 175 70

주요행사   

• 2019 기아 쏘울 부스터 런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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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
경기

코리아 유니크베뉴
 코스모40
 파노라믹65
 전등사

대형행사 가능 장소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강화경기장
 송도 달빛축제공원

코리아 유니크베뉴
 한국민속촌
 광명동굴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현대유람선

대형행사 가능 장소
 서울랜드
 에버랜드
 원마운트

인천 경기

2-1. 인천

1) 코스모40
코스모40은 화학 공장단지의 정제시설이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복합문화공이다. 본래
의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도록 최소한이 변형과 정비만을 거친 끝에 신
관이 기존의 공장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고리와 같은 독특한 형상을 갖추었다. 이는 ‘경
계 없는 영감의 공간’을 지향하는 코스모40의 가치가 담긴 것으로, 찾는 이들이 자유롭게 공간
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1층과 2층이 연결된 메인홀은 천고가 8m에 달하는 대공간으로 대규모 전시와 행사를 개최
할 수 있고, 12m 층고의 3층 호이스트홀(HOIST HALL)은 독립된 행사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호이스트홀과 연결된 4층 커튼룸은 강의 및 회의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31번길  032-575-2319

이메일 팩스

admin@cosmo40.com -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cosmo40.com 실내 3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Banquet

메인홀 1,2층 1,653 1,000 500 300
Hoist Hall 3층 700 300 300 100

커튼룸 4층 1,157 150 100 80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코리아
유니크베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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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45대, 대형버스 주차가능
• 제공 장비: 프로젝터, 음향시설, 조명시설, 무대, Wi-fi
• 부대 시설:  3층 신관 F&B 매장

주요 행사   
• 2018 Rundown 인천(일렉트로닉 페스티벌) 
• 2018 West Groove(크리에이티브 마켓) 
• 2018 인천상륙작전(스케이트 보드 행사)

근교호텔    
 베니키아프리미어 센트럴프라자호텔,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

2) 파노라믹65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호텔 65층에 위치한 파노라믹65는 국내 최고 높이에서 보는 탁 트인 전
경을 선사한다. 메인바, 오션뷰와 시티뷰로 구성된 부스형태의 세미 프라이빗 테이블, 60인 이
상 수용이 가능한 멀티홀 등 다양한 스타일로 구현된 공간들은 칵테일 리셉션, 소규모 파티, 기
업 연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다양한 종류의 주류 리스트는 물론 마리아
주를 경험할 수 있는 바 스낵메뉴와 차별화된 최상의 다이닝 메뉴가 행사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65층 032-726-0065

이메일 팩스

incheon@oakwoodpremier.co.kr 032-726-2002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oakwoodpremier.co.kr/opi 실내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Reption

파노라믹65 65층 400 200 - 110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1,000대
• 제공 장비: 빔 프로젝트, 스크린, 기본 음향과 하우스조명(행사 부적합), 동시통역부스
• 식음료 지원: 케이터링 가능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가능 직원  근무

주요 행사   
• 2019 APSS 칵테일리셉션
• 2019 세계유방암학회 칵테일리셉션
• 2019 한국지식산업협회 칵테일리셉션
• 2019 GCF 칵테일리셉션 

근교호텔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그랜드 쉐라톤, 경원재 앰배서더,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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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등사

전등사는 한국이 가장 오래된 사찰로 불교전래 초기인 서기 381년 (고구려 소수림왕 11)에 창
건되었다. 대웅보전, 약사전, 범종 등 무수한 문화 유적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템플스테
이, 전통 사찰음식 강좌, 전통 다도체험 등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 관
광객들의 방문도 끊이지 않는다. 전등사 내 선불장과 월송요는 좌식형태의 특별한 행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전등각과 식당은 의자와 테이블 세팅이 가능해 세미나에 적합하다. 일부 공간에
는 음향시설과 빔프로젝터가 마련되어 있어 회의는 물론 공연도 가능하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032-937-0152, 010-3789-1165

이메일 팩스

9370125@hanmail.net -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jeondeungsa.org 실내 8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Classroom Reception Banquet

한옥 회의실(좌식) 큰방 2, 작은방 1  - 30~40 30~40 30~40
선불장(좌식) 선체험관 165 20 - -
월송요(좌식) 실내 66 10 - -

공양간 식당 165 30~150 30~150 30~150
사찰음식체험관 

(좌식) 실내 - 60 - 64

전등각(좌식) 실내 82 30~150 30~150 30~150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및 대형버스 300대 주차가능 
• 제공 장비: 프로젝터, 음향시설, 테이블 & 의자, 연단, Wi-fi, 
• 식음료 지원: 취사 시설 있음, 외부 케이터링 가능
• 부대 시설: 법당, 전시관, 산책로, 카페 등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가능 직원  근무  

주요 행사   
• 삼랑성역사문화축제 18회 진행
• 이주민 문화축제 14회 진행
• 전등사기 강화게이트볼대회 14회 진행
• 템플스테이 상시 운영
• 사찰음식 행사, 음악회, 미술전시 및 강좌 진행

근교호텔    
전등사(40인), 라르고빌, 그레이스힐

체험활동    
템플스테이, 전통 사찰음식 강좌, 전통 다도체험 등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행사에 다과시간이나 사찰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도 
있다. 

전등사 템플스테이 
-----------------------------------------------------------
전등사에서는 템플스테이, 전통 사
찰음식 강좌, 전통 다도체험 등 차
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시간정도 소요되는 당일형
과 주말 1박 2일을 활용한 체험형 
중 나에게 맞는 템플스테이에 참여
해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해보고 삶
의 의미와 활기를 되찾아 보자. 
전등사를 유니크베뉴로 활용하는 행
사에서는 다과시간이나 사찰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산책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도 있다.

* 템플스테이 관련 문의:
전등사, 032-937-0152, 
http://jeondeungsa.templestay.
comy.com

베뉴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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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인천을 상징하는 빛과 바람을 콘셉트로 설계되었다. 축구장과 육상 트
랙을 갖춘 국제규격의 경기장으로 현재 축구경기 및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을 위한 장소로 활용
되고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806 아시아드 주경기장 운영팀 032-454-2022

이메일 팩스

- 032-454-2199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insiseol.or.kr/institution_
guidance/asiad/index.asp

실내 1, 실내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Theater

주경기장 지상 1~5층 7,560 29,465
보조경기장 지하 1층 7,848 5,034

주요행사   

• 2019 SBS 슈퍼콘서트
• 2019 인천 K-ASIAN FASTIVAL
• 2019 재규어 시승식 행사

대형행사
가능장소

5)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영종도에 위치하여 인천공항에서 차량 10분 거리이다.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복합 리조트를 표방
하며 최신식 컨벤션 시설과 실내 테마파크인 원더박스, 복합 스파 시설인 씨메르, 쇼핑몰, 카지노 등
을 갖추고 있다. 실내 대형 컨벤션홀은 물론 야외 잔디공원과 광장이 있어 대형행사에도 적합하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남로321번길 186 1833-8855, 032-729-7530
이메일 팩스

entertainment@paradian.com -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p-city.co.kr 실내 3,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Theater

그랜드볼룸 Hotel Paradise 1층 1,500 1,820
Studio A Studio Paradise 1층 2,052 2,300
Studio B Studio Paradise 1층 1,050 1,100
컬처파크 야외 13,685 12,000(Standing 30,000)

주요행사   
• 2019 중국 앤루위기업 
• 2019 시티 포레스티벌 2019
• 2019 INTERNATIONAL KI SPORTS FESTIVAL

체험활동    
파라다이스시티는 이색적인 놀거리가 많다. 밤의 유원지를 컨셉으로 놀이와 축제가 어우러지
는 원더박스를 찾아 어트렉션을 타고 퍼레이드를 관람해도 좋고,  클럽 크로마에서 DJ들과 다양
한 장르의 클럽 라이프를 접해 봐도 좋다. K-Culture를 즐긴다면 유럽감성과 한국의 찜질방 문
화를 접목한 씨메르에서 힐링과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도 있다.

중국 엔루위 기업
‘2019 한중 문화교류 및 

럭셔리 월드 투어’
-----------------------------------------------------------
중국 헬스케어 기업 '앤루위' 임직
원 3천여 명이 인센티브관광을 위
해 2019년 9월 인천 영종도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를 방문했
다. 파라다이스시티에서는 기업	
메인 행사가 열렸으며, 제품 발표
와 공연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됐다. 
야외 광장에서는 한국의 음식문
화를 알리기 위한 푸드트럭이 운
영됐다. 이번 기업 관광의 콘셉트
는 '새로운 시작'이다. 인천은 개항
이 이뤄지면서 새로운 문물을 받아
들인 도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방
문객들은 이후 송도 국제도시, 중
구 개항장과 차이나타운 등을 둘러
봤다. 
-출처 : 경인일보 2019.9.26. 기사 중 발췌

베뉴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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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화경기장

강화경기장은 자연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공간으로 강화고인돌체육관과 강화 아시아드 BMX
경기장이 있다. 이중 강화고인돌체육관은 1,722㎡ 의 플로어 규모에 방송음향설비 및 전광판
과 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603 032-930-5776

이메일 팩스

- 032-930-5799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insiseol.or.kr/institution_
guidance/ganghwa/index.asp

실내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Theater

고인돌체육관 1~3층 5,252 4,043

주요행사   
• 2019 Tour do DMZ 2019 국제자전거대회 
• 2018 국제삼보연맹회장배 인천국제대회

7) 송도 달빛축제공원

매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과 맥주축제가 벌어지는 달빛축제공원은 음향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
고 메인 무대 앞으로 너른 잔디밭을 보유하고 있어 단체 행사에 적합하다. 야외공연장과 보조공
연장, 생태숲, 인공폭포 등을 갖추고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350 032-720-4215, 032-721-4404

이메일 팩스

webmaster@insiseol.or.kr 032-770-4299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insiseol.or.kr/institution_
guidance/central_park/index.asp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달빛축제공원 야외 170,543 98,000

주요행사   
• 2006~2019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 2017~2019 세계맥주축제

여름밤엔 맥주, 
축제하면 송도

-----------------------------------------------------------
전 세계의 다양한 맥주와 대중음
악, 불꽃놀이를 한자리에서 즐기
는 '2019 송도맥주축제'가 인천 송
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다. 9번
째를 맞는 송도맥주축제는 매년	
유명 아티스트들과 수십만 명의	
내·외국인이 찾는다. 맥주와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로는 국내 최대 규
모 중 하나로 2017년엔 70만 명
이 찾았다고 한다.
송도맥주축제는 가족 단위 관객
도 많다. 주최 측도 이를 감안해 워
터슬라이더나 게임 이벤트 등 어린
이를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
련했다. 축제 기간 매일 저녁 8시	
50분부터 10분 동안 송도의 밤하
늘을 수놓을 불꽃놀이도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벤트다.
- 출처 : 조선일보 2019.08.16 기사 중 
  발췌

베뉴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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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기

1) 한국민속촌

한국민속촌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조성된 전통문화 테마파크
다. 철저한 고증과 자문을 거쳐 조선시대 마을과 당시 생활상이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다. 전통공
연과 민속퍼레이드가 매일 운영되고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문화축제도 이어진다.  
다양한 문화체험과 함께 한국민속촌 컨벤션센터와 한식당인 한국관 앞마당에서 특색 있는 행
사 진행이 가능하다. 실내 공간인 한국민속촌 컨벤션센터에서는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기 적
합하고, 한국관 앞마당에서는 갈라 디너를 진행하기 좋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031-288-1710

이메일 팩스

yongwoo29@naver.com 031-697-2336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koreanfolk.co.kr 실내 1,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Banquet

한국관 앞마당  야외 1,100 - - 50~350 

한국민속촌 
컨벤션센터  1층 520 - - 50~350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코리아
유니크베뉴

한국민속촌 전통 공예체험 
-----------------------------------------------------------
한국민속촌은 조선시대 생활문화
를 엿볼 수 있는 전통문화 테마파
크로, 전통 공예 체험까지 곁들이
면 한국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은 유료이며 사전 예
약제로 운영된다. 옹기캔들 및 옹
기 공예, 솟대, 한지인형, 단소 만
들기 등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옹
기공예는 100명까지, 다른 체험은 
200명까지 동시 이용이 가능하다. 
예상 소요시간은 체험당 40~60분 
내외이다. 

베뉴 활용 사례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1,900대, 대형 버스 150대 
• 제공 장비: 실외: 간이 무대, 음향 시설, 조명 시설, 테이블 & 의자 
                    실내: 기본 무대, 빔 프로젝터, 음향 시설, 조명 시설, 테이블 & 의자 
• 식음료 지원: 할랄 인증 식당, 케이터링 가능(양식)
• 부대 시설: 무슬림 기도실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가능 직원 근무

주요 행사   
• 2018 Be-Int'l Malaysia 만찬 
• 2019 CITI Bank Singapore 투어 및 오찬 
• 2019 Allianz Indonesia 투어 및 오찬 
• 2019 Financial Alliance Singapore 만찬 
• 2019 Dell Electronics Singapore 팀빌딩 및 만찬 
• 2019 Herbalife Malaysia 투어 및 오찬 

근교호텔    
용인센트럴 코업호텔, 엠스테이 기흥,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 라마다 플라자 수원
 
체험활동   
전통공연과 민속퍼레이드가 매일 운영되며, 전통 공예 체험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공예 체
험 사전 예약 필수)
 

2) 광명동굴

광명동굴은 문화와 예술, 판타지가 가득한 동굴 테마파크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한국인
이 강제로 끌려와 노역을 했던 역사의 현장이며, 폐광을 동굴테마파크로 변신시킨 재생관광지
이다. 관광루트는 지하 0층에서 1층까지 총 2km이며 빛의 광장, 황금폭포, 와인동굴, 와인카페, 
예술의 전당 등 약 50개의 관광물이 있다.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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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02-2680-2368

이메일 팩스

soft@korea.kr 02-2680-6677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gm.go.kr/cv 실내 1, 실내외 혼합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Banquet

미디어타워 광장 1층 1,500 1,500 가능 1,050

광명동굴 예술의 전당  지하0층
(실내외 혼합) 400 400 350 300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20대
• 제공 장비: 프로젝터 2대, 기본음향, 하우스조명(행사부적합)
• 식음료 지원: 케이터링 가능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가능 직원  근무, 동시통역 가능  

근교호텔    

라까사 광명호텔

체험동굴    

광명동굴 예술의전당에서는 20분 간격으로 미디어 파사드 쇼가 진행되고 금광이었던 광명동
굴의 역사를 담은 황금길에서 건강과 행복을 빌어보는 체험활동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한국와
인의 우수성을 알리는 와인클래스도 운영하고 있다. 와인클래스는 1~2시간 정도 진행되며 8인 
이상 30명 내외 인원으로 운영된다. 와인에 대한 기본 정보교육과 2종의 한국와인 시음이 포함
된다.  
*와인클레스 신청 및 문의: 070-4277-8902, sommelier@korea.kr 
 

3)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자동차를 의미하는 ‘Motor’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Studio’의 뜻을 담은 브랜드 체험 공간으
로 자동차를 보고 듣고 느끼는 국내 최대의 체험형 자동차 테마파크이다. 자동차에 관한 흥미진
진하고 다채로운 전시와 관람이 준비되어 있고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가이드 투어도 진행한다.   
다목적 홀에서는 행사 진행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무대와 음향 등 기
본 시설은 물론 대기실과 동시통역 부스까지 갖추어져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6 1899-6611

이메일 팩스

younghee.kim@ethan-alice.com 031-8036-1811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motorstudio.hyundai.com/goyang 실내 2, 실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Banquet

다목적홀 3층 442 400 300 200

쇼케이스 L층 1,279 1,000 750 400

루프테라스 4층 (야외) 568 450 300 100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421대
• 제공 장비: 음향 시설, 조명 시설, 테이블 & 의자, 빔프로젝터, 스크린, 유무선MIC, 대기실, 동시통역실
• 식음료 지원: 조리시설 보유
• 부대 시설: F&B 매장, 브랜드 샵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중국어] 가능 직원  근무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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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행사   
• 2018 울트라뮤직페스티벌 에프터파티
• 2018 CX챔피언쉽
• 2018 글로벌딜러대회 및 콘서트
• 2019 CS이노베이션 위크
• 2019 DiscoverN 행사
• 2019 Stage X 콘서트 

근교호텔    
소노캄

체험활동    
가이드와 함께 상설전시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투어는 평일 오
후에 90분 내외로 이루어지며 오후 2시경에는 한국어로, 1시경에는 영어와 중국어로 번갈아 진
행된다.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단체 투어 등 기타 문의는 고객센터(1899-6611)
로 하면 된다.

4) 현대유람선

현대유람선은 한국 최초의 인공 운하인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관광 유람선이다. 35
년 간 약 1,2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이용한 수도권 최고의 관광자원 중 하나로, 선상공
연과 식사를 즐기며 아라뱃길의 수향8경(아라뱃길의 명소 8곳)을 둘러볼 수 있다. 
현대유람선의 선박인 현대크루즈호는 약 1,000명이 탑승 가능한 4층 규모의 대형 유람선으로, 
2개의 연회장과 2개의 개방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 행사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300
명 이상의 단체행사는 선박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항시간과 경로도 자
유롭게 선택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270번길 74 032-882-5555

이메일 팩스

sangukkang@gmail.com 032-885-6161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aracruise.co.kr 실내 2, 실내외 혼합 1,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Banquet

다이아몬드홀  1층 550 500 400 300 

사파이어홀  2층 550 500 400 300 

바다정원  3층(실내외 혼합) 550 350 250 80 

오픈 데크  4층(야외) 500 600 350 200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300대, 대형 버스 30대
• 제공 장비: 빔 프로젝터, 음향 시설, 조명 시설 
• 식음료 지원: 케어터링 외부 업체 반입 가능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중국어] 가능 직원 근무 

주요 행사   
• 2019 서울대병원 임직원 포상행사 및 갈라디너
• 2019 SK케미칼 해외바이어 초청 갈라디너 행사
• 2019 드라마 컨퍼런스 갈라디너 행사
• 2019 중국 글로벌 로펌 인센티브 갈라디너 행사
• 2019 할로윈 선상 클럽파티 행사
• 2019 중국 웨이나그룹 인센티브 갈라디너 행사

근교호텔    
호텔 마리나베이 서울, 라마다 앙코르 김포한강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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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랜드

다양한 볼거리와 식음료시설을 갖춘 서울랜드에서 특별한 행사를 치를 수 있다. 최대 8,000명
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광장은 독립적인 임직원 행사를 하기에 적합하고 200인 이하 단체라면	
치킨과 맥주, 음악이 함께하는 치맥나이트 패키지 등을 활용한 네트워킹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서울동물원, 국립 현대미술과과 연계하면 더욱 풍성한 시간을 만들 수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181, 서울랜드 02-509-6278
이메일 팩스

- 02-509-6192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seoulland.co.kr 실내 2, 야외 4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Theater Banquet

동문 주차장 야외 16,500 - 30,000
피크닉 광장 야외 6,600  - 10,000

삼천리 대극장 야외 - 3,000 -
이벤트홀 실내 - 1,000 -

통나무무대 실내 - 300 -
잔디광장 야외 - - 500

주요행사   
• 2019 EDC KOREA 
• 2019 world DJ Festival  

체험활동    

서울랜드는 테마별로 모여 있는 40여 종의 다양한 놀이시설과 계절별 퍼레이드, 국내 최대 규
모 라이트 판타지쇼인 루나파크, 쥬라기 랜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대형행사
가능장소

 서울랜드에서 즐기는‘치맥나이트’
-----------------------------------------------------------
여름이 깊어가고 뜨거운 태양이 살며
시 고개를 숙이면 서울랜드에는 치킨
의 향연이 시작된다. 치킨과 맥주, 일
명 치맥은 떠오르는 K-FOOD의 강자
다. 넓은 자연에서 좋은 사람들과 맛있
는 맥주만 있어도 좋을 자리에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된 치킨이 함께하니 이
보다 더 좋을수 있으랴! 분위기 살리
는 음악과 함께 웃음소리가 서울랜드
의 하늘을 울린다. 

베뉴 활용 사례

6) 에버랜드
에버랜드에는 1만 명 이상의 대형 행사부터 조별 분임 토의까지 수용 가능한 다양한 공간이 준
비되어 있다. 에버랜드의 자랑거리인 축제와 어트렉션은 물론 식음료시설, 조명, 음향시설 그리
고 자연이 어우러져 구성인원과 기업성격에 딱 맞는 맞춤형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031-320-9615
이메일 팩스

jjk.kim@samsung.com 031-320-8577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everland.com/everworkshop/index.html 실내 4, 야외 3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그랜드 스테이지 실내 - 1,500 1,150
융프라우 야외 공연장 야외 - 3,000 -

서문 이벤트 플라자(서문 주차장) 야외 - 10,000 6,000
애니멀 원더 스테이지 실내 -  - 1,000

헬로 터닝 어드벤처(글로벌페어) 실내 - - 950
홀랜드 빌리지 야외 테마 식당 - Banquet 1,000

캐빈홀 캐빈호스텔 실내 528 200 -

주요행사   
• 2019 말레이시아 허벌라이프 Country Vacation 2019
• 2019 인도네시아 SIP그룹
• 2018 인도네시아 MCI(Millionaire Club Indonesia)
• 2018 WMI 세계수학 대회 및 포상관광 

체험활동    
단체 방문객들을 위한 팀빌딩활동으로 미션게임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율 미션부터 전문업체
를 활용한 대관형 미션게임까지 입맛 따라 고를 수 있다. 미션게임은 30명 이상부터 신청 가능
하며 대략 2시간정도 소요된다. 팀빌딩 활동 후에는 어트렉션이나 퍼레이드, 멀티미디어 불꽃
쇼 관람 등을 하며 자율활동을 진행해도 좋다.

허벌라이프 말레이시아 
‘Country Vacation 2019’
-----------------------------------------------------------
2019년 11월, 말레이시아 허벌라이
프 인센티브 관광단 1,500 여명이 에
버랜드를 찾았다. 허벌라이프는 전 세
계 91개국에서 체중관리, 스킨 및 헤
어 케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다국
적기업이며 매해 우수 직원을 대상으
로 해외 Country Vacation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16일부터 19일까지 순
차적으로 에버랜드를 찾은 이들은 어
트랙션을 타고 퍼레이드를 즐기며 무
르익은 가을을 즐겼다.  
- 에버랜드 자료 제공

베뉴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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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마운트
원마운트 스노우파크는 일 년 열두 달 눈과 얼음을 만날 수 있는 실내 테마파크로 계절과 상관
없이 썰매장과 아이스링크, 아이스로드에서 다양한 겨울놀이를 즐길 수 있다. 대관 행사시 아이
스링크에 카펫을 덮으면 1,3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광장으로 변신하여 눈과 함께 이
색 이벤트를 진행하기 좋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원마운트 031-961-6303
이메일 팩스

repsolhonda@onemount.co.kr 031-961-6330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snowpark.onemount.co.kr 실내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Banquet

스노우파크 1층 1,106 1,300

주요행사   
• 2014 KOREA MICE EXPO 만찬
• 2015 WorldMUN SEOUL
• 2016 Herbalife Extraveganza
• 2016 HongLeong Bank Gala
• 2019 Tour do DMZ 2019 국제자전거대회 

체험활동   
날씨와 상관없이 눈과 얼음이 가득한 겨울의 매력을 즐기기 위해서는 따뜻한 복장과 방한
신발, 장갑, 헬맷 등 안전과 보온장비를 갖추는 것이 좋다. 스노우파크에는 썰매와 스케이트
를 즐기는 아이스레이크와 7가지 테마가 있는 고속 썰매 활주공간, 눈썰매장, 컬링 체험공
간 등이 있다. 동계시즌에는 야외에서도 스케이트와 슬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허벌라이프
엑스트라베간자2016

-----------------------------------------------------------
2016년 6월 다국적 기업인 허
벌라이프의 북아시아 지역회의	
‘Herbalife Extraveganza(허벌라
이프 엑스트라베간자)’가 경기도
에서 치러졌다. 이 중 행사의 시작
을 알리는 환영파티가 원마운트 스
노우파크에서 열렸다. 초여름의 날
씨에 실내 스노우파크에서 열린 행
사는 계절을 잊은 환상적인 시간을	
만들어냈다. 아이스링크는 카펫을	
덮어 멋진 만찬장으로 변신했으며	
곳곳에 눈과 얼음이 어우러져 이색	
적인 축제 분위기를 돋우었다. 이
곳에서 약 1,300명의 참가자들이	
갈라 디너 형태로 진행된 공연과	
만찬을 즐겼다.
- 2016.6.20. 서울일보 기사 발췌 및 원
마운트 정보 제공

베뉴 활용 사례

코리아 유니크베뉴
 본태박물관
 제주민속촌

대형행사 가능 장소
 메이즈랜드 
 아쿠아플라넷 제주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제주돌문화공원 
 여미지 식물원 

3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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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태박물관

‘본래의 형태(本態)’ 라는 뜻의 본태박물관은 그 이름처럼 인류 본연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기 위
해 설립된 박물관이다. 태초의 자연을 간직한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위치해 있으며 자연과 건
축, 전통과 현대, 세계와 한국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특별한 전시를 꾸준하게 열고 있다. 본
태박물관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타다오가 설계한 건축물로도 유명하다. 대리석을 연상케 하는 
노출콘크리트와 건축 요소로 차용된 빛과 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제2전시관 외부에 마련된 야외정원에서 제주의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특별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박물관 내부에 위치한 뮤직홀에서는 소규모 세미나 개최가 가능하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산록남로762번길 69 064-792-8108

이메일 팩스

hrlim@bontemuseum.com 064-792-8109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bontemuseum.com 실내 1,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Banquet

본태정원 야외 819 400 - 200

뮤직홀 지하1층 70  - 50 -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코리아
유니크베뉴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20대, 대형버스 사전문의
• 제공 장비: 프로젝터, 음향시설, 조명시설, 테이블&의자, 연단, Wi-fi 등
• 식음료 지원: 조리시설 있음, 케이터링 가능

주요 행사   
• 2017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 
• 2016~2019 제주 푸드앤와인 페스티벌 웰컴파티
• 2013~2014 본태 문화포럼

근교호텔    
디 아넥스 호텔, 포도 호텔

체험활동    
본태박물관은 별도의 예약없이 자유관람이 가능하지만, 20인 이상 단체의 경우 사전 예약자에 한
해 전시해설 가이드 투어를 제공한다. 예약은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2) 제주민속촌

제주민속촌은 제주의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전문가의 고증을 통해 19세기 산
촌, 중산간촌, 어촌, 토속신앙촌, 제주영문과 유배소 등을 재현하였으며, 제주의 전통 민속공예
와 민속공연을 접해볼 수 있는 박물관이자 가장 제주다운 체험공간이다.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대한민국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북 지역별 추천 활동    |    유니크베뉴 추천   |    한국관광공사 MICE 유치지원 시스템 

214 215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34 064-787-4501

이메일 팩스

sesong@kas.co.kr 064-787-4504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jejufolk.com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U-shape Banquet

야외회의장
(소규모 연회공간 포함) 야외 6,069 400 200 400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157대, 대형버스 27대
• 제공 장비: 음향 시설, 조명 시설, 테이블 & 의자 
• 식음료 지원: 취사시설 있음 

주요 행사   
• 중국 바오젠그룹 행사
• 한국은행(ADB행사)
• 현대모비스 행사

근교호텔    
• 해비치호텔&리조트, 샤인빌리조트, 리시온호텔
 
체험활동    
매일 풍물패의 신명나는 민속공연이 진행되며, 물허벅 지기, 맷돌 돌리기 등 제주 민속생활을 체
험해볼 수 있다. 제주민속촌 곳곳에는 윷놀이, 전통그네 등 민속놀이 체험시설이 있고 관아에는	
조선시대 형틀이 있어 형벌체험도 할 수 있다.  

3) 메이즈랜드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다는 삼다(三多)를 테마로 조성된 미로공원이다. 세계 최장 석축 미로
를 비롯해 돌과 나무 등 자연친화적 소재를 활용한 3개의 미로와 미로 박물관이 있고 300평
(1,000㎡ )이 넘는 잔디광장을 보유하고 있다. 팀빌딩 활동 후 네트워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
질 수 있어 많은 기업, 단체들이 찾고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2134-47 064-784-3838
이메일 팩스

mazeland@hanmail.net 070-7721-8991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mazeland.co.kr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잔디광장  야외 1,000 1,000

주요행사   
• 2018 KBS2 배틀트립 촬영
• 2016 스와로브스키 상하이 인센티브단

체험활동   
세계최대 미로 공원으로 돌미로, 바람미로, 여자미로 등 야외에서 미로탈출게임을 즐길 수	
있다. 미로를 탈출해서 종을 울리는 팀이 우승이다. 미로박물관에는 지식의 미로 등 실내 미
로시설과 다양한 퍼즐 체험 교구들이 있어 즐거운 체험을 이어갈 수 있다. 

대형행사
가능장소

스와로브스키 상하이 
인센티브 관광단 

Imaginative Tour
-----------------------------------------------------------
오스트리아의 명품 크리스털 브랜
드인 '스와로브스키'의 중국 상하
이 지사 관계자 1,000여 명을 대
상으로 준비된 인센티브 관광단
이 2016년 6월 제주를 찾았다. 3차
로 나누어 각 3일간의 일정으로 관
광단은 다양한 관광지와 자연 속에
서의 만찬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일
정을 즐겼다. 일정 중 메이즈랜드
를 찾은 참가자들은 미로탈출 게
임과 팀별 미션활동 수행하며 여름
이 찾아온 제주를 즐겼다.  

베뉴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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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쿠아플라넷 제주

아쿠아플라넷 제주는 해양생물의 가치를 알고 보존하며, 방문객에게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며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 아쿠아리움이다. 임직원(가족) 
또는 고객 초청행사, 사내 단합대회 등 15인 이상부터 단체관람이 가능하며, 제주 앞바다를 재
현한 초대형 수조 ‘제주의 바다’를 배경으로 단체행사도 가능하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로 95 064-780-0900 , 
대관문의) 02-789-5627, 010-3480-9140

이메일 팩스
aquaksm@hanwha.com 02-789-5522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aquaplanet.co.kr/jeju 실내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Banquet

메인수조: 제주의 바다 지하1층 185 300 150

주요행사   
• 2013 제주 포럼 행사
• 2017 JEJU MICE EXPO 2017

체험활동   
단일 수조로는 세계 최대급인 아쿠아플라넷에는 500여 종 2만 8,000마리의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다. 제주 앞바다를 재현한 초대형 수조 '제주의 바다'를 비롯해 ‘해양과학 체험관, 대
형 해양공연장’ 등을 운영하며, 시간별로 생태설명회와 공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
길 수 있다.  

아쿠아플라넷 제주에 모인
MICE 전문가들

-----------------------------------------------------------
2017년 11월, 제주 MICE 산업대
전(JEJU MICE EXPO 2017)에 참
가한 바이어와 VIP 대상으로 한 만
찬회가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열
렸다. 해외 바이어 40여 명과 관
계자들이 참석한 만찬 자리는 아
쿠아플라넷의  대형 수족관이 눈
앞에 가득 펼쳐지는 메인광장이
다. 수족관 안에서 잠수부들이 환
영 플래카드를 펼쳐들자 박수갈채
가 이어졌다. 이날의 만찬은 다음
날 이어진 포스트 투어와 함께 제
주의 매력을 직접 알리는 좋은 기
회가 되었다. 
-사진제공: 제주컨벤션뷰로 

베뉴 활용 사례

5)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격납고를 모티브로 한 아시아 최대 항공, 우주 박물관으로 활주로를 모티브로 한 야외 전시장과	
전망대, 캠프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천문, 항공을 테마로 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은 물
론 창의상상공작소에서 이색 공예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723.23㎡ 규모의 대강당(아르케홀)
을 비롯 야외 전시장과 캠프장을 활용하면 대형 이벤트도 가능하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218 064-800-2000
이메일 팩스

sja7220@jdcenter.com 064-800-2100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jdc-jam.com 실내 1,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Banquet Classroom

아르케홀 1층 723.23 200 300
잔디광장  야외 6,600 1,000 -

주요행사   
• 2019, 2018 JIBC 드론필름 페스티벌
• 2019 JDC 제주신화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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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돌문화공원

326만 9,731㎡ 넓은 부지 위에 제주 특유의 돌문화를 집대성한 공간이다. 공원의 70%는 돌·나
무·덩굴이 어우러져 있는 곶자왈 지대로, 공원 전체가 환경 보존을 원칙으로 제주의 향토성과 예
술성이 어우러지게 조성되어 있다. 약 3만 8,000㎡의 야외전시장, 오백장군갤러리와 초가 전시
동 등 가장 제주스러운 자연환경 속에서의 이색 활동이 가능하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교래자연휴양림

064-710-7497

이메일 팩스
roknkbs12@korea.kr 064-710-7739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jeju.go.kr/jejustonepark 야외 1, 실내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야외전시장 야외 38,000 1,000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1층 360 160

주요행사   
• 2016: 제주뮤직페스티벌(구 양방언의 ‘제주 판타지’)
• 2007~현재: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7) 여미지 식물원

11만 2,3972㎡ 부지에 2,300여 종의 식물이 모여 있는 식물원으로, 자연과의 만남을 통하여 치
유받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6종류의 온실식물원 외부로는 꼬마기차를 타고 둘러봐야	
할 정도로 넓은 야외 식물원과 잔디광장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다. 실내 온실과 잔디광장에서 연
회 행사가 가능하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93 064-735-1100
이메일 팩스

ymgyjp@hanmail.net 064-738-2992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yeomiji.or.kr 실내 1,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Banquet

실내온실 1층 3,300 500
잔디광장 야외 12,540 5,000

주요행사   
• 2017 아시아태평양 보쉬그룹 만찬회
• 2017 국제전기차엑스포
• 2017 aiib 연차총회 만찬행사
• 2016 ICSES 2016 JEJU KOREA 만찬행사

여미지식물원에서 열린 
제4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
-----------------------------------------------------------
2017년 3월, 세계 최대 규모의 전
기자동차 엑스포가 여미지 식물원
을 중심으로 중문 관광단지 일대에
서 열렸다. 여미지 식물원 잔디광
장과 실내외 정원을 활용해 자연
과 함께하는 전기차 축제로 꾸며
진 행사는 28개국 148개 업체가 참
여했고 연인원 7만 3천여 명의 관
람객이 방문했다. 또한 전기차 세
상 그림 공모전, 아름다운 제주 사
진전 등이 식물원 곳곳에서 펼쳐
져 제주의 아름다움을 더했다.   
-2017.03.23. 제주도민일보 기사 재구성

베뉴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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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산
울산
경상남도

코리아 유니크베뉴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영화의전당 
 더베이101

대형행사 가능 장소
 사직야구장 
 아시아드주경기장 
 송상현 광장

부산

대형행사 가능 장소
 태화강 국가정원 야외공연장 

울산

4-1. 부산

1) 누리마루 APEC 하우스

2005년 제 13차 APEC 정상회담이 열렸던 누리마루 APEC 하우스는 울창한 동백나무와 소나무
로 둘러싸여 있고,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펼쳐져 자연과 현대의 아름다움을 고루 갖춘 명소이다. 
누리마루의 명칭은 세상을 뜻하는 ‘누리’와 꼭대기라는 뜻의 ‘마루’를 합친 순수 우리말이다. 건
축형태 역시 한국 전통 건축인 정자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동백섬의 능선을 형상화한 둥
근 지붕은 멀리서도 눈길을 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로 116 051-740-7369

이메일 팩스

nurimarumarketing@naver.com 051-740-7367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busan.go.kr/nurimaru 실내외 혼합 1,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Reception Banquet

회의실 
2층 

(실내외 혼합)
361 200 200 120 

자유마당
(정자, 필로티)  야외 730 600 600 300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코리아
유니크베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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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해운대구청관할 주차장: 승용차 139대, 대형버스 주차 불가 
                    동백공원 부설 공영 주차장: 승용차 129대, 대형버스 주차 불가  
                    누리마루 내 경보초소구역 주차장: 사전승인 승용차 10대
• 제공 장비: 빔 프로젝터, 유/무선마이크 등 기본 회의 장비
• 식음료 지원: 케이터링 가능(롯데호텔 제공) 
• 부대 시설: 카페 비, 2005 APEC 정상회담 기념관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중국어] 가능 직원  근무  

주요 행사   
• 2014 방송정보통신 장관회의
• 2017 제8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외교장관회의 
• 2019 한아세안 정상회의 오찬
• 2019 한-메콩 정상회의

근교호텔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해운대그랜드호텔, 노보텔엠버서더, 씨클라우드호텔,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시타딘 호텔 등

 

2) 영화의전당

영화의전당은 공연, 전시, 행사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복합 영상문
화 공간으로, 비프힐, 더블콘, 시네마운틴 등 총 3개의 건물과 주요 행사장인 야외극장으로 이루
어져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평소에는 여러 장르
의 영화를 상영하고 폭넓은 공연과 전시를 진행한다.   
시네마운틴과 비프힐 사이 거대한 지붕인 빅루프 아래 자리한 아외극장은 최대 6,000여 명을 수
용할 수 있으며, 거대한 스크린과 5.1채널을 지원하는 스테레오 스피커 등을 갖추고 있어 대규
모 행사를 개최하기에 적합하다. 밤에는 빅루프에 설치된 LED조명이 무지개색으로 발광하며 화
려한 야경을 만들어낸다.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051-780-6142

이메일 팩스

twseong@naver.com 051-780-6029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dureraum.org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Banquet

야외극장 야외 2,364 6,000 4,000 1,200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501대, 대형버스 주차 불가
• 제공 장비: 빔 프로젝터, Wi-Fi, 음향 시설, 조명 시설 
• 식음료 지원: 취사 불가
• 부대 시설: 리허설 룸, 분장실

주요 행사   
• 2011~2019 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식
• 2013~2017 국제게임전시회(G-STAR) 문화행사
• 2014 암웨이 차이나 한류 콘서트 
• 2014 ITU 전권회의 환영 만찬 
• 2016 부산국제모터쇼 GM 갈라 나이트 

근교호텔    
해운대센텀호텔, 센텀프리미어호텔, 해운대 그랜드호텔
 

Amway Young Festival
I am a star 

-----------------------------------------------------------
2014년 6월, 암웨이에서는 영화의 
전당에 35세 미만 암웨이 임직원들
을 초청하여 'I am star'경연대회를 
진행하였다. 경연대회는 한류 패션
을 직접 연출하는 행사로 투표를 통
해 승자를 가리고 한류스타가 참여
하는 시상식과 축하공연을 가졌다. 

베뉴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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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베이101

해운대 동백섬 입구에 위치한 더베이101은 부산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다. 마리
나 시설과 클럽하우스를 갖추고 있으며, 대형 컨퍼런스룸인 마린홀, 전시와 행사를 열기 좋은 갤
러리홀, 야외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루프101 등이 있어 행사의 특성이나 인원에 맞춰 공간
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황금빛 일몰로 반짝이는 바다와 인근 고층빌딩이 뿜어내는 화려한 조명
이 별처럼 밤하늘을 수놓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손꼽히는 야경 명소이다.  

ㅈㅈㅈ

\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로 52 051-726-8880

이메일 팩스

thebay101.busan@gmail.com -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thebay101.com 실내 3,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Banquet

컨퍼런스룸  지하 1층 56 - 30 20 
마린홀  지하 1층 231 180 200 120 

갤러리홀  1층 397 250 300 200 

루프101 3층, 야외 397 200 250 160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130대, 대형버스 3대
• 제공 장비: 기본 무대, 빔 프로젝터, 음향 시설, 조명 시설, 테이블 & 의자, 연단, Wi-Fi, 
                    작품 전시 시설, 입구 외부 멀티비전 
• 식음료 지원: 취사 불가, 케이터링 가능
• 부대 시설: 해양 레저 시설 

주요 행사   
• 2018 New Zealand Night(부산국제단편영화제 관련 행사)
• 2018 코아펙의 밤 국제행사 외부 만찬 
• 2018 WACS 세계조리경연대회 스탠딩 리셉션
• 2018 부산국제의료관광 바이어 환영리셉션
• 2018 K-ICT WEEK in Busan Networking Reception
• 2018,2017 BIFF_kth 땡큐파티_부산국제영화제

근교호텔    
노보텔엠배서더 부산, 시타딘 해운대 부산, 씨클라우드호텔,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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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직야구장

부산의 야구사랑은 유명하다. 24,500석의 관람석을 갖춘 사직야구장은 그 열기의 중심에 있다. 
경기가 열리지 않는 비시즌에는 대관도 가능하며 시즌  중이라면 부산의 응원 열기를 함께 느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45 051-590-9000

이메일 팩스
- -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giantsclub.com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Theater  

관람석  야외 50,048 25,000

주요행사   

• 2018 부산도시공사 임직원 200명

대형행사
가능장소

주황봉다리 쓰고 
사직야구장 즐기기

-----------------------------------------------------------
본 경기만큼 주목받는 부산의 야구	
응원열기를 직접 즐겨보자. 바람을	
넣은 주황색 비닐봉지 모자를 하나	
씩 쓰고 구단별, 선수별로 바뀌는	
응원가와 율동을 따라만 해도 절로	
흥겨워진다. 야외에서 동료들과 함
께 먹는 치킨도 빼먹을 수 없는 야
구장의 묘미이다. 대표적 응원도구
인 주황색 비닐봉지는 경기가 끝난	
후에는 쓰레기봉지로 재탄생하니	
주변 정리까지 말끔하게 해결된다.  

베뉴 활용 사례

5) 아시아드주경기장

부산 앞바다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넘실대는 파도 형상의 지붕을 비롯해 전체 구조물이 조화
와 조형미에 중점을 두고 있다. 5만 3천여 석의 관람석과 대형 전광판, 2천 룩스 조명이 설치되
어 있는 다목적 스포츠 콤플렉스로 최대 수용인원 8만여 명의 매머드급 경기장이다. 4,500석 규
모의 관람석과 2만㎡의 천연 잔디 축구장을 갖춘 보조경기장도 곁에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344 051-500-2123
이메일 팩스

- 051-500-2119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busan.go.kr/stadium/
sfcimplexmain 실외 2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아시아드 주경기장
 메인 스타디움 실외 19,586 80,000 5,369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실외 20,231 15,000 4,549

주요행사   
• 2019 동아시안컵 챔피언십 축구대회
• 방탄소년단(BTS) 팬미팅 5TH MUSTER ‘MAGIC SHOP’(아시아드 보조경기장)
• 2018, 2017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멀 개막공연
• 2016 아시아 송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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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상현 광장

부산 시민공원으로 3개의 큰 광장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다양한 행사 장소로 활용되
고 있다. 이곳은 부산과 동래를 이어주던 소통의 공간으로 예부터 부산의 다양한 정체성이 나뉘
는 경계지점이자, 하나로 모여드는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부산특별시 진구 중앙대로818 051-850-6000~2

이메일 팩스
citizenpark@bisco.or.kr 051-850-6019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songsanghyeon.com

http://www.facebook.com/busansquare 야외 3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문화마당 선큰 야외 10,000 1,000
다니아믹 부산마당 야외 15,750 1,500

역사마당 야외 8,920 800

주요행사   
• 2016 세계 여성의날 캠페인
• 2018 에너지의날 부산 행사

트레져 헌팅 in Busan
-----------------------------------------------------------
참가자들은 지도를 받고 내용 설명
을 들은 후 팀으로 나눠 퀴즈를 풀
면서 힌트를 얻어 보물을 찾아 공원
을 탐색한다. 팀이 하나가 되어 퀴
즈에 도전하고 단결심과 협동심 사
고를 유연 하게 하는 게임이다.

베뉴 활용 제안

4-2. 울산

1) 태화강 국가정원 야외공연장

대나무와 함께 바람을 느끼고 꽃과 함께 계절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정
된 국가정원이다. 드넓은 정원 안에는 유명한 태화강 십리 대나무숲이 있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정
원을 곁에 두고 대규모 인원이 모여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야외공연장과 광장도 마련되어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052-229-7563
이메일 팩스

-  052-229-7559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ulsantaehwaganggarden.com 야외 3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야외공연장 야외 12,500 3,000
느티나무 광장 야외 2,000 500
만남의 광장 야외 4,000 1,000

주요행사   

• 2019 국가정원 지정 기념 플래시몹
• 2019 울산 소리문화예술제

대형행사
가능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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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
경주
경상북도

대형행사 가능 장소
 대구스타디움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대구

코리아 유니크베뉴
 황룡원

경주

5-1. 대구

1) 대구스타디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메인 스타디움으로 현재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이며 관람석 절반가량은 지구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지붕으로 덮여있다. 
종합 경기장 내에는 대구스타디움몰, 칼라스퀘어 등과 다양한 체육시설, 야외광장 등이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대구 종합경기장 053-803-8300, 053-803-8323

이메일 팩스
- 053-803-8309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daegu.go.kr/cts/index.do?

menu_id=00933147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메인스타디움 야외 40,284  40,000 66,422

주요행사   
• 2019 대구 드론 페스타
• 2002~2018 대구FC 홈구장 사용 
• 2012 전국체전
• 2011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대형행사
가능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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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는 국내 유일의 섬유종합박물관이다. 다양한 전시와 체험으로 시민들
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텍스타일 콤플렉스 내 다목적홀과 기획전시실
은 내부 기둥이 없고 최신 음향, 조명 설비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성격의 행사 개최가 가능하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227  053-980-1010
이메일 팩스

leehs@dtcomplex.org 053-980-1009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dtcomplex.org 실내 4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Theater

다목적홀 2층 956.78 962
세미나실 1 2층 114.58 50
세미나실 2 2층 118.66 50
세미나실 3 2층 318.27 200

주요행사   
• 2019 한국명장협회
• 2019 이진옥 천연염색 패션쇼
• 2019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경상권 발대식
• 2019 템앤팀그룹 원데이 랠리

5-2. 경주

1) 황룡원

황룡원은 신라의 찬란했던 문화를 상징하던 유물이자 현재는 소실된 황룡사 구층탑을 모티브
로 설계된 연수원이다. 경주의 휴양단지인 보문관광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웅장한 규모와 우
아하고 아름다운 외관으로 경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 및 단체의 연수와 교육을 목적으로 지어진 시설답게 회의실, 연회장, 대강당, 야외행사
를 위한 잔디마당 등 행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45개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어 장
기간의 행사를 개최하기에도 적합하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경상북도 경주시 엑스포로 40 054-760-0515

이메일 팩스

lyh8133@dkpia.com 054-760-0520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hwangnyoung.com 실내 5, 야외 1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코리아
유니크베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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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Banquet

대연회장 연수동 1층 660 300 250 200
강당 연수동 3층 181.5 80 60 50

금강홀 중도타워 3층 313 150 120 120

화랑홀 중도타워 4층 290.4 120 100 100

화백홀 중도타워 5층 330 좌 50/ 우 50 좌 40/ 우 40 좌 40/ 우 40

잔디광장 야외 990 500 500 200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60대, 대형 버스 3대(부족할 시 인근 KT연수원, 하이코 주차장 사용 가능)
• 제공 장비: 빔 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화이트보드, 음향시설, 테이블&의자
• 식음료 지원: 케이터링 가능
• 부대 시설: 카페 드롭탑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일본어] 가능 직원  근무  

주요 행사   
• 2017 세계한식요리 경연대회
• 2017 대한민국 국제물주간(KIWW) 회의
• 2018 대한척추내시경수술연구회 제 2회 춘계학술대회(KOSESS 2018)
• 2019 ICIC&ISAAR 2019 Opening Ceremony&Welcome Reception
• 2019 15th IAEA/COG Technical Committee Meeting(with KHNP)

근교호텔    
힐튼 경주, 더케이호텔 경주, KT경주수련관, 코모드 호텔, 블루 원리조트, 한옥호텔 라궁

체험 활동    
황룡원에서 운영하는 명상이나 다도 프로그램 등을 추가하면 보다 알찬 행사를 구성할 수 있다.  황룡원 힐링 명상체험 

-----------------------------------------------------------
황룡원은 중도타워를 중심으로 정
신문화, 의식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공간으로 기업체 워크샵 등으로도 
많이 찾는다. 매일 아침 황룡원 시
설 투어와 함께 간단한 명상체험을 
할 수 있는 생활명상 일일투어 프
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일일투어 
프로그램 소요시간은 약 60분으로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생활명상 일일투어 문의:
054-760-0500   

베뉴 활용 사례
코리아 유니크베뉴
 DMZ 박물관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인제스피디움
 주식회사 남이섬

대형행사 가능 장소
 원주한지테마파크 
 KT&G 상상마당 춘천

6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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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MZ 박물관

DMZ박물관은 남.북한의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염원을 담아 동해안 최북단 민통선 안에 자리 잡
고 있다. 박물관 내부에는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 전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다양
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휴전협정으로 탄생한 휴전선과 비무장지대(DMZ)의 역사적인 의
미와 가치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DMZ박물관에서는 4개의 소회의실과 대강당을 활용한 행사 진행이 가능하며, 역사적, 지리적
인 상징성으로 인해 평화, 통일, 생태환경과 관련된 국제회의 및 행사가 자주 개최되고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로 369 033-681-0625, 033-634-8553

이메일 팩스

dmzman@korea.kr  033-680-8490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dmzmuseum.com 실내 6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Banquet

대강당 다목적센터 1층 1,169 500 400 300

소회의실(4개) 다목적센터 1층 142 60 40 40

영상관 전시관 1층 152 50 45 45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코리아
유니크베뉴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200대, 대형버스 36대
• 제공 장비: 빔프로젝터, 스크린, 마이크, 음향시설, 테이블&의자
• 식음료 지원: 취사불가, 케이터링 가능
• 부대 시설: 전시관, 산책로 및 걷기 체험장, 뮤지엄샵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가능 직원  근무  

주요 행사   
• 2019 평화경제 전략회의
• 2019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재개 평화회의 

근교호텔   

금강산콘도, 썬밸리 리조트, 캔싱턴 리조트, 롯데호텔

2)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알펜시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조성된 종합리조트단지로 국제회의 등에 특
화된 컨벤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는 2018 
동계올림픽 관련 대규모 행사들을 훌륭히 치러낸 노하우와  웅장함과 편안함을 담은 공간으
로 찾는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알펜시아는 2,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그랜드볼룸, 분할 사용 가능한 연회실과 다양한 회의실
을 갖추고 있다. 더불어 스키점프전망대와 잔디구장에서 이색적인 행사 진행도 가능하다.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대한민국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북 지역별 추천 활동    |    유니크베뉴 추천   |    한국관광공사 MICE 유치지원 시스템 

238 239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스포츠파크길 135 033-339-0411

이메일 팩스

dkkim@gdco.co.kr 033-339-0415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alpensia.com/lc/fac-info.do 실내 2(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시설 
분할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가능),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Banquet

스키점프대 라운지 4층 261 150 - 50
스키점프센터 

잔디구장 야외 6,000 10,000 이상  - 5,000 이상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지하 1~
지상 4층

25~1,446 
(각 실별 상이)

-
각 실별

20~2,000
각 실별

20~1,100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스키점프센터 150대, 알펜시아 280대 
• 제공 장비: 기본무대, 프로젝터, 음향시설, 조명시설, 테이블/의자, 연단, Wi-fi 무료이용, 
                    동시통역시설
• 식음료 지원: 케이터링 가능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가능 직원 근무 

주요 행사   
• 2018 평창동계올림픽·페럴림픽
•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가요제
• 라이나생명 TM페스티벌

근교호텔    
알펜시아리조트, 용평리조트, 아이원리조트, 라마다호텔, AM호텔 등 

3) 인제스피디움

인제스피디움 서킷은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서킷에서 다이나믹함을 즐길 수 있는 복합 자동
차 문화공간이다. 레이싱 서킷은 국제대회 규격에 맞추어 설계되었으며, 일반인도 레이싱을 즐
길 수 있다. 
최대 7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시설에 걸맞은 최신 인프라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휴식과 다양한 행사를 위한 호텔/콘도도 함께 자리 잡고 있다. 호텔과 콘도는 레
이싱 경기장을 조망하면서 강원도의 자연이 주는 편안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
어 있어 다양한 행사에도 활용되고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상하답로 130 1644-3366

이메일 팩스

ssk0624@speedium.co.kr 033-480-9999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speedium.co.kr 실내 10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Banquet

그랜드볼룸 A, B 호텔 2층 507 300 350 240
스키아라운지 호텔 7층 42 20 40 30
콘도 세미나룸 콘도 2층 150 50 80 50
W 라운지 1, 2 콘도 2층 840 150 170 150
VIP 라운지 1 콘도 2층 372 100 100 100

VIP 라운지 2, 3 콘도 2층 189 40 70 40
VIP 라운지 4 콘도 2층 189 100 100 100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짜릿한 속도를 즐기는 인제스피디움
-----------------------------------------------------------
평소에 접할 수 없던 서킷을 즐겨보
자. 운전면허가 있다면 ‘서킷 카트’
에서 짜릿한 속도감을 즐길 수 있
다.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정식 서킷	
A코스를 트랙으로 사용하여 롤러
코스트 못지않은 코너링을 맛볼 수	
있고 직선 구간에서는 시원스레 풀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볼 수 있다. 
면허가 없더라도 브로카트장에서 
960m, 11개의 코너로 이루어진 
‘레저카트’를 즐길 수 있다. 오프로
드의 다이내믹을 즐긴다면 ATV카
트를 추천한다.  

베뉴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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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3,400대
• 제공 장비: 기본무대, 프로젝터, 음향시설, 조명시설, 테이블 & 의자, 연단, Wi-fi
• 식음료 지원: 케이터링 가능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중국어] 가능 직원  근무, 동시통역 가능  

주요 행사   
• 2018 평창올림픽 북한 응원단 
• 2018 아리스포츠컵 북한 선수단
• 2018 현대자동차 글로벌 
• 2018 람보르기니 세계 딜러단

근교호텔    
인제스피디움 호텔, 인제스피디움 콘도

체험활동   
서킷카트, 서킷택시, 서킷사파리 등 일반인도 서킷에서 레이싱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
련되어 있으며, 이색 레이싱 체험시설도 있다. 또한 클래식카 박물관, 타임갤러리 등 차와 관련
된 다양한 전시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4) 주식회사 남이섬

남이섬은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친환경적인 공간이자 유리병이나 페트병과 같은 재활용품을 활용한	
조형물들이 돋보이는 이색적인 공간이다. 남이섬은 첨단 음향 시설을 갖춘 매직홀과 야외 무대	
등 행사 진행에 적합한 공간이 많아 국제회의나 비즈니스 세미나 등을 개최하기에도 좋은 곳
이다. 해마다 주한 대사관과 각종  국제단체가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가 이뤄지며, 2년에 한 번
씩 세계 동화 작가와 동화책이 한데 모이는 ‘남이섬 세계 책나라 축제’도 열린다.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남이섬길1 031-580-8114

이메일 팩스

namitour@naminara.com 031-580-8118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namisum.com 실내 5, 야외 3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Banquet

매직홀 1층 400  - 250  -
명강홀 1층 132 160 100 70
별천지 1층 99 40 - 20

안데르센그림책센터 1층 99 40 - 20
공심원 2층 165 200 - 100

공심원 테라스 2층 야외 117 100 - 40
유니세프에코스테이지 야외 650 500 300 200

오스테이지 야외 9,700 1,500 1,000 200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1,000대, 대형버스 100대
• 제공 장비: 프로젝터, Wi-Fi, 음향시설 
• 식음료 지원: 케이터링 가능
• 부대 시설: 호텔정관루, 이슬람기도실, 수유실, 현금인출기, 환전, 유모차/휠체어 대여서비스, 탈의실, 공연장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가능 직원  근무, 동시통역 가능  

주요 행사   
• 2013 한-태 국회의장 공식만찬
• 2015 강원도 홍보대사 NANTA 협약식 
• 2016 한국컨시어지협회 워크숍
• 2017 문화산업상생포럼 발족식 
• 2019 남이섬세계책나라축제

근교호텔    
호텔 정관루, 아이리스호텔, 클럽아일랜드펜션, 리베라펜션, 엘리시안강촌 등

체험활동    
그림책놀이터, 공예원 등에서 체험활동이 가능하며, 바이크센터, 짚와이어, Treego, 
수상레포츠, 스토리투어버스, 유니세프나눔열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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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주한지테마파크

한지복합문화공간인 원주한지테마파크는 26,279㎡의 너른 대지위에 전시관 외에도 한지의 원
료가 되는 닥나무밭과 야외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다. 계단식 노천극장과 중앙광장에서 운치 있
는 야외활동이 가능하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강원도 원주시 한지공원길 151 원주한지테마파크 033-734-4739
이메일 팩스

wjhanjipark@hanmail.net 033-734-4740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hanjipark.com 실내1,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Theater Classroom

야외공연장 야외 3,300 3,000 -
회의실 2층 183 - 80

주요행사   
• 2019 제21회 원주한지문화제
• 2019 가을밤 팝스콘서트

체험활동   
한지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공예체험과 한지뜨기 체험을 할 수 있다. 10인 이상 단체의 경우에
는 홈페이지를 통해 3일 전까지는 사전접수를 해야한다.

대형행사
가능장소

한지테마파크 한지 체험
-----------------------------------------------------------
한지의 모든 것을 담은 원주한
지테마파크에는 소품함, 손거울, 
인형 등 20여개의 한지를 주제
로 한 공예작품과 한지를 직접 만드
는 한지뜨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10인 이상 단체의 경우에는 3일 전
까지 온라인, 전화문의 등을 통
해 사전예약 해야 한다. 80명까
지 동시체험이 가능하며 체험당 30
분에서 1시간 가량 소요된다. 체험
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
지 진행된다.(점심시간 제외)    

베뉴 활용 사례

6) KT&G 상상마당 춘천

춘천 의암호 수변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연장, 라이브스튜디오, 카페 등을 갖춘 ‘아트센
터’와 숙박공간인 ‘스테이’로 이루어져 있다. ‘호숫가에서 예술과 함께 머무는 Art Stay'라는 콘
셉트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곳으로 실내외 다양한 공간을 대관할 수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99번길 25 033-818-4200, 070-7586-0557
이메일 팩스

ccsoundhall@sangsangmadang.com 033-818-4208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chuncheon.sangsangmadang.com 실내 2,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Classroom

아트센터 야외공연장 
(아웃사이드 스테이지) 야외 -  2,000 1,500 -

사운드홀  아트센터 실내 - 450 200 -
나비홀 스테이 지하 1층 289 100 - 100

주요행사   
• 2019 상상실현 페스티벌
• 2019 시네마 레이크
• 2019 춘천영화제 초청작 상영
• 2019 춘천 온세대 합창 페스티벌



대한민국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북 지역별 추천 활동    |    유니크베뉴 추천   |    한국관광공사 MICE 유치지원 시스템 

244 245

7
광주
전라북도
전라남도

코리아 유니크베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코리아 유니크베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왕의지밀

대형행사 가능 장소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전라북도

코리아 유니크베뉴
 제암산자연휴양림 

대형행사 가능 장소
 여수세계박람회장 

전라남도

7-1. 광주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다양한 국적의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국제
적인 예술기관이자 문화교류기관이다. ACC는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참여자들이 연구
(Research) - 창작(Creation) - 제작(Production)의 단계를 수행함에 있어 자유롭게 화합하
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통합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ACC에는 1년 내내 다양하고 역동적인 전시, 공연, 교육, 교류행사 및 국제행사가 펼쳐지고 있으
며, 이를 위한 5개의 대규모 복합문화공간과 야외광장이 마련되어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062-601-4372

이메일 팩스

byby0209@aci-k.kr 062-601-4389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acc.go.kr 실내 2,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Classroom

콘퍼런스홀 및 
리셉션홀(가변형) 문화정보원 지하2층 510  350~500

다목적홀
(가변형) 어린이문화원 지하2층 1,555 380 -

아시아문화광장 
(가변형) 야외 5,383 2,800 -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코리아
유니크베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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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1,081대, 대형버스 45대
• 제공 장비: 프로젝터, 음향시설, 조명시설, 테이블&의자, 연단 등
• 식음료 지원: 케이터링 가능
• 부대 시설: 커뮤니티룸, 음악분수, 북라운지
• 외국어 가능 여부: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전시해설

주요 행사   
• 2019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 문화관광포럼, 주한아시아대사관 협력회의 
• 2019~2015 ACC 월드뮤직페스티벌 
• 2019 2019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 
• 2019-2018 ACC ROUND TABLE
• 2018 제12회 광주비엔날레 
• 2018~2017 ACC 아시아문학페스티벌 

근교호텔   
ACC디자인호텔, 벤틀리호텔, 홀리데이인광주호텔, 라마다호텔

코리아
유니크베뉴

7-2. 전라북도

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전라북도의 예술과 문화를 대표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이다. 2,037석 
규모의 모악당을 비롯하여 연지홀, 명인홀, 노천극장 등 다양한 공연장이 있으며, 최첨단 극장설
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이 별도로 마련
되어 있다. 250석 규모의 대회의장에는 6개 국어를 동시통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소규모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중회의장과 세미나실도 마련되어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31 063-270-8000
이메일 팩스

kosac2334@naver.com 063-270-7814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sori21.co.kr 실내 3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Classroom Reception

대회의장 2층 466.43 - 250 -
중회의장 1층 98.87 - 72 600
세미나실 1층 53.46 - 16 -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698대(실내 147대, 실외 551대)
• 제공 장비: 조명시설, 음향시설, 프로젝터

주요 행사   

• 2018 전라북도 국제교류페스티벌
• 2018 전주세계소리축제 
• 2019 제15회 전라북도서도대전 시상식

근교호텔   

라마다 호텔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 식음료 지원: 케이터링 가능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가능 직원  근무

• 2019 전주세계소리축제
• 2019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 개막식 및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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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왕의지밀

왕의 침소를 뜻하는 왕의지밀(至藌)은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고품격 한옥호텔이다. 6,000
여 평의 넓은 대지에 여러 채의 한옥이 처마를 잇대고 늘어선 풍경은 왕의지밀에서만 만날 수 있
는 장관이다. 한옥호텔 맞은편에는 대규모 학술회의부터 중대형 세미나와 기업 연수까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컨벤션 센터가 위치한다. 6개의 크고 작은 컨벤션 공간은 모두 첨단 장비를 보유하
고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춘향로 5218-20 063-284-1004
이메일 팩스

j-bnb@hanmail.net -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royalroom.co.kr 실내 6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Reception

훈민정음 4층 310 400 300 144
충무공 3층 173 200 140 70
사임당 3층 130 100 100 60
대장금 2층 280 - - 160
정음관 1층 50 30 30 -
훈민관 1층 153 80 80 50

MICE 인프라   
• 주차 시설: 승용차 200대, 대형버스 30대
• 제공 장비: 음향 시설, 조명시설, 프로젝터, 노트북, 노트북포인터, 화이트보드, 냉온수기
• 식음료 지원: 조리 시설 있음
• 부대 시설: 한식당, 퓨전레스토랑, 카페, 편의점
• 외국어 가능 여부: [영어, 중국어] 가능 직원  근무  

주요 행사   
• 201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경영협의회
• 2018 세계 한국학 전주비엔날레
• 2019 3회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근교호텔   
전주 라마다 호텔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 2018 2회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 2019 동아시아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회의

3)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녹색성장 시대의 주역인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테마체험관, 실증연구단지, 산업단지가 공존하
는 국내 최초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이다. 숙박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파크 내 실증연구단지
에 입주해 있는 전북테크노파크와 관련 기업들을 둘러보거나 테마체험관에서 체험을 하고 컨벤
션센터에서 단체활동 후 숙식까지 원스탑 행사진행이 가능하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신재생에너지로 10 063-580-1400
이메일 팩스

lshsunghee@jbtp.or.kr 063-581-1520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nrev.or.kr 실내 5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Classroom

컨퍼런스룸 1층 639 300(Standing 800)
세미나실(대) 2층 289(분할가능) 150
세미나실(중) 3층 276(분할가능) 100
세미나실(소) 2층 87 30

회의실 2층 40 -(Board 20)

주요행사   

• 2017~2019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대형행사
가능장소

제14회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
2017년 10월 신재생에너지테마파
크에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
내외 기업 및 유관기관에서 천 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 이 곳에서는	
매년 열리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관련 주제발
표와 함께 관련 기업의 제품전시	
및 체험행사도 이루어져 방문객들	
의 많은 관심을 받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베뉴 활용 사례



대한민국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북 지역별 추천 활동    |    유니크베뉴 추천   |    한국관광공사 MICE 유치지원 시스템 

250 251

7-3. 전라남도

1) 제암산자연휴양림

해발 807m의 제암산은 정상에 임금제(帝)자 모양의 기암괴석이 우뚝 솟아 있어 나라가 어렵
고 가뭄이 들 때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1996년에 개장한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숲속의집 24동을 비롯한 총 55개의 숙박시설이 있으며, 
에코어드벤처, 전용짚라인, 전동휠, 숲속미끄럼틀 등 모험과 다양한 야외 체험시설이 구비되
어 있다. 또한 녹차를 이용한 명상, 각종 찜질방, 야외족욕 등 남녀노소 누구나 산림치유프로그
램을 즐길 수 있는 천혜의 명소이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대산길 330 061-852-4434

이메일 팩스

jeamsan@korea.kr, jh4492@korea.kr 061-852-4189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foresttrip.go.kr/indvz/main.
do?hmpgId=ID02030090

실내 3

코리아
유니크베뉴

시설구분

전시시설

역사문화유적

스포츠시설

레저시설

공연시설

기타시설

제암산 휴양림
 제대로 즐기기

-----------------------------------------------------------
제암산자연휴양림에는 에코어드벤
처, 전용짚라인, 전동휠, 숲속미끄
럼틀 등 모험과 다양한 야외 체험시
설이 구비되어 있다. 휴양관에서는 
숲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
며 녹차를 이용한 차훈명상, 음식만
들기 체험, 녹차족욕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베뉴 활용 사례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 

최대 수용인원(명)
Standing Theater Banquet 

숲속교육관 1층 401 200 100 100

숲속휴양관 소회의실 2층 68 30 25 25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
관리센터 세미나실 3층 80 30 20 20

MICE 인프라   
• 제공 장비: 빔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테이블&의자 등
• 식음료 지원: 취사 시설 있음, 케이터링 가능
• 부대 시설: 야영장, 짚라인, 에코어드벤처, 전망대  

주요 행사   
• 2018 임업인한마음대회
• 2019 전국 여행사 팸투어
• 2019 재난안전대응 한국훈련

근교호텔   
야영장 및 숙박시설 보유, 다비치 콘도

체험활동   
제암산자연휴양림에는 다양한 야외 체험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휴양관에서는 녹차를 이용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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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수세계박람회장

남해의 아름다운 풍광과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춘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최첨단 컨벤션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옥외에 있는 빅오 해상무대는 최대 3,0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관람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엑스포디지털갤러리(EDG)에 서는 넓게 트여진 EDG구간에서 천정의 LED영상과 함께	
갈라디너쇼 및 대형 전시축제를 진행할 수 있다.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전라남도 여수시 박람회길 1 061-659-2093
이메일 팩스

cjlee1980@hanmail.net 061-659-2029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expo2012.kr 실내1,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빅오 해상무대 야외 1,450,000 3,000
엑스포디지털갤러리 실내 9,000(분할가능) 5,000

주요행사   
• 2019 18차 세계한상대회
• 2019 대구지체장애인협회
• 2018 한국수산회 대회
• 2017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체험활동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는 최첨단 컨벤션시설은 물론, 다양한 해양레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센터 안에는 대형아쿠아리움인 아쿠아플라넷 여수가 있으며, 동절기를 제
외하면 매일 밤 빅오 해상무대에서 해상분수와 레이저 조명이 어우러지는 멀티미디어 공연을	
볼 수 있다. 또한 로프에 의지해 하늘을 나는 스카이플라이 등 이색체험도 가능하다.

대형행사
가능장소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개회식 
-----------------------------------------------------------
2019년 10월 비즈니스 경제행사
인 ‘제18차 여수 세계한상대회’개
회식이 여수세계박람회장 EDG A
구간에서 화려하게 개최되었다. 
개회식에는 외교부 장관을 비롯 국
내,외 경제인 등 2,000여명의 참석
했다. 이날 개회식은 식전 공연으
로 전통의장대 모듬북 공연이 있
었고 개회사 및 축사에 이어 한상
의 여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
을 다짐하는 주제 퍼포먼스가 펼
쳐졌다. 코리아타운을 배경으로 상
황극이 시작됐고 노블레스 오블
리주를 실현한 영상을 선보였다. 
이어 내빈이 터치버튼을 누르자  
EDG 천장 가능 ‘한상과 함께, 새로
운 100년!’이라는 대회 주체가 떠
올랐다.

베뉴 활용 사례

8
대전
(충청권역)

대형행사 가능 장소

 한빛탑 & 한빛광장

 대전엑스포시민광장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티놀자애니멀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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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대전

1) 한빛탑 & 한빛광장

빛, 과학, 우주를 모티브로 건축된 한빛탑과 한빛탑 아래 넓게 자리잡은 한빛광장은 각종 축제, 
공연이 열리는 이벤트 공간이다. 한빛탑 중간부의 전망대는 갑천과 엑스포과학공원 일대를 조
망할 수 있고 저녁이 되면 야간조명과 음악분수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480 042-250-1115
이메일 팩스

pyh@dime.or.kr -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expopark.co.kr 실내1, 야외 1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빛정원존  야외 15,112 1,000명 이상 
한빛탑전망대 실내 729 200

주요행사   
• 2019 대전 라이브 페스타
• 2019 대전 수제맥주&뮤직페스티벌

대형행사
가능장소

2) 대전엑스포시민광장

대전문화예술단지의 허브역할을 하는 시민광장은 문화, 체육,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3천여석 규모의 야외공연장에 설치된 무빙쉘터는 3개의 그늘막이 앞뒤로 움직
여 종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광장에서는 대규모의 공연과 행사가 가능하다.

]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 042-250-1400
이메일 팩스

sjenco@dime.or.kr 042-250-1409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www.expoplaza.or.kr 야외2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야외공연장  야외 2,684 3,000
광장 야외 97,000 10,000명 이상

주요행사   
• 2019 대전시 자원봉사 박람회
• 2019 대전 건축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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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충남대학교 국제문화회관에 자리 잡은 정심화홀은 중부권을 대표하는 학술공간이자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문화적 공간이다.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내에는 정심화홀을 비롯해 백마홀, 대덕	
홀을 갖추고 있다.

]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042-821-8080
이메일 팩스

jsh8080@cnu.ac.kr 042-821-8082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jsh.cnu.ac.kr 실내 3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정심화홀 1,2층 4,111  1,817
백마홀 1층 1,898  450
대덕홀 2층 1,839 180

주요행사   
• 2019 YB전국투어콘서트,모멘텀
• 2019 조영남 대전콘서트
• 2019 한국창작 오페라 쇼케이스공연
• 2018 굿뉴스코페스티벌
• 2018 구암예술제

4) 티놀자애니멀파크

대덕테크노밸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적오산 중턱에 자리한 이곳은 푸르른 자연풍경과 현대적
인 건축물이 조화를 이룬다. 한옥마당과 잔디광장 등 이색적인 야외행사장뿐만 아니라 동물체
험과 디지털체험 등 이색체험도 즐길 수 있어 좋다.

]

베뉴 정보
주소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989번길 9-51 042-863-0055
이메일 팩스

tanimalpark@naver.com -
홈페이지 회의장 수

http://t-nolzaanimalpark.co.kr 실내 2, 야외 2

대관 시설
시설명  위치  면적(㎡)  최대 수용인원(명)

잔디광장 야외 231 1,000
한옥마당 야외 3,306 200

한옥 실내 116 100
카페테리아 실내 165 44

체험활동   
티놀자애니멀파크는 체험형 테마파크로 동물체험과 멀티미디어 체험을 할 수 있다. 또한 한옥
과 한옥마당을 갖추고 있어 전통놀이 체험도 할 수 있다.

티놀자애니멀파크 
백배 즐기기

-----------------------------------------------------------
미술관이었던 공간이 동물체험
과 디지털아트체험을 동시에 즐
길 수 있는 미래형 테마파크로 탈
바꿈했다. 티놀자애니멀파크는 체
험형 테마파크로 먹이주기, 만져
보기 등으로 동물과 직접 교감
할 수 있고, 인터랙티브 디지털 체
험 역시 몸으로 느껴볼 수 있다. 
600여명까지 동시 수용이 가능
한 넓은 체험시설에서 자연과 기술
을 즐기다보면 1~2시간은 훌쩍 지
나간다.

베뉴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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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고 효율적인 기업회의 장소를 찾아 한국으로!

중국 新生活集团(신생활그룹) 국제회의 개최

중국 내 60여개 지사와 1만 7천여개 매장을 보유한 유명 헬스케어 기업인 신생활그룹(新生活
集团)이 2019년 2월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new life 2019년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 컨퍼
런스는 신생활그룹 내 우수 대리상을 시상하고 2019년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1,262명이 참여
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송도컨벤시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해 매우 좋
은 접근성을 자랑한다. 서울도심까지도 한 시간 거리로 관광이나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에 무
리가 없다. 또한 송도컨벤시아 바로 옆에 위치한 그랜드 쉐라톤,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을 비
롯하여 도보 10분 내에 6개의 호텔, 1,876개의 객실이 위치하고 있어 대형 인원이 동시에 찾
아도 넉넉하고 격조 있는 휴식환경을 제공한다. 바닷물을 활용한 센트럴파크의 여유로운 풍경
과 고층 빌딩 사이로 만나는 서해안의 낙조는 이국적이면서도 편안함을 주는 풍경이다. 그래서
인지 신생활기업을 비롯해 2016년 3천명 규모의 보리위엔 그룹 기업회의, 6천명 규모의 아오
란 그룹 인센티브 관광 등 대형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런 대형 기업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도 발 벗고 나섰다. 방한 단체 지
원정책은 인원에 따라 차등지원이 이루어지지만 포상목적이 아닌 기업회의를 목적으로 하는 단
체에게는 조금 더 후한 기준을 적용한다. 보다 자세한 지원 사항은 본 책자의 Part 3. 한국관광공
사 MICE 유치 지원 시스템이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http://koreaconvention.org)를 참고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회의 유치사례
특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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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활그룹 기업회의 모습



한국관광공사

MICE 유치 지원 시스템

PART

3
1. MICE 유치 지원 시스템

2. 해외오피스 현황



대한민국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프로그램북 지역별 추천 활동   |   유니크베뉴 추천   |   한국관광공사 MICE 유치지원 시스템 

262 263

1. MICE 유치 지원 시스템 
한국관광공사는 MICE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기업회의나 인센티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단체관광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국일 
이전에 한국관광공사로 프로그램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유치 지원 시스템과 관련된 자세한 내
용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찾아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원 프로세스

일정, 명단 확보

지원 등급 및 지원내용 확인

신청서 작성

이메일 신청(KTO해외지사)

STEP

STEP

STEP

STEP

01

02

03

04

신 청 기 한:	입국일 기준 최소 7일전
접  수  처: 	한국관광공사 해당지역 해외지사
준비서류: 일정, 명단, 신청서
추가정보: 	한국관광공사 MICE 홈페이지(http://koreaconvention.org) → 
                  	사업 지원 →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단체 

지원 프로세스 정보

2. 해외오피스 현황

중국 및 중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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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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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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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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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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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Rue la Boe' tie, 75008, Paris 33-1-4538-7123
info.on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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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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