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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1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전시산업 발전법」과 같이 국제회의산업과 전시산업 
등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MICE산업에 대한 기준과 범위
를 보다 구체화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

립되고 있으며, 제3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등 정책적 지원은 원활
하게 이뤄지고 있음

- 그러나 MICE산업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정책적 지원 범위와 국제회의 유
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일관성 있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MICE산업의 중요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별도의 MICE산업에 대한 분
류가 없어 MICE산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필요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전시ㆍ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과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전시장)’ 정

도의 분류만 되어 있어 MICE산업을 포괄하는데 한계가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MICE산업의 경제적  

전체 활동을 포괄하지 못함
- 따라서 MICE산업의 경제적 활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MICE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산업분

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작성되고 있는『MICE 산업통계 조사ㆍ연구』는 UNWTO 및 다른 나라와 비교 가능한 기준에서 

작성될 필요가 있음
- UNWTO의 MICE산업 경제 활동 측면에서의 분류는 MICE 개최시설을 전문시설, 호텔 및 

리조트, 대학시설 그리고 기타 MICE 개최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재 작성되고 있는 
『MICE 산업통계 조사ㆍ연구』는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중소규모회의시설, 호텔 그리
고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되어 있어 통계작성 기준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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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MICE산업에 있어서 국내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국제기준으로 산출이 가능
하도록 분류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연구 목적2

○ 본 연구의 목적은 MICE산업의 정의와 포괄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MICE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통계작성 및 산업분류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있음
- M(Meetings), I(Incentives), C(Conventions), E(Exhibitions) 개별산업 각각에 대한 개념

과 포괄범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함
- MICE산업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M, I, C, E 각각의 독립적인 영역과 중복되는 영역을 고려

하여 MICE산업의 개념을 정립함
- MICE산업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분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세부 구성 항목을 상세히 제시함

○ MICE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확립하여, MICE산업 관련 통계 작성시 다른 통계와 
비교 가능하도록 함
- 경제활동 영역에서 MICE산업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MICE산업의 경제적 활동을 포괄

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구축함
- UNWTO의 MICE산업 경제 활동 측면에서의 분류기준을 준용함으로써 MICE산업 관련 통계

에 있어 국제적 비교가 가능함은 물론,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타산업
과도 비교가 가능한 분류체계를 마련함

- MICE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통계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하여 분류체계를 구축
함으로써 시간과 작성주체가 바뀌더라도 증감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

○ 산업특수분류로 승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공신력을 확보함
- 통계청이 제시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와 산업특수분류체계를 준용하여 MICE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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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연구 범위1

○ 연구의 대상적 범위는 MICE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함
- 연구대상은 사업체로써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사용되는 사업체 정의를 준

용하여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학원,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판매, 서비스 제공 등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든 경영단위로 정의함. 사업
체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체가 있으나, 기업체는 동일자금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는 제
도적 법적 단위로써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체와 구분됨

○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MICE산업 포괄범위 정립을 통한 분류체계 구축방안 도출임
- MICE산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사례분석을 통해 MICE산업 개

념 및 포괄범위를 설정함
- 타산업과의 상호연관 관계가 중요한 MICE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파급효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산업분류체계를 구축함
- MICE산업 전체는 물론 M, I, C, E 개별 산업별로도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MICE산업분

류의 활용성을 극대화함
○ 연구의 내용적 범위에는 MICE산업분류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표 작성과 표본틀 구축까지를 포함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와 연계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전체가 연계되는 경우와 일부만 연계되는 경우를 구분함
-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UNWTO에서 제시하고 있는 MICE산업 경제 활동 측면에서의 

분류와의 연계표도 함께 작성하여 제시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표를 기준으로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시자료를 활

용하여 표본틀을 구축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MICE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규모를 파
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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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2

○ MICE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제시하기 위해 국내ㆍ외에서 작성되고 있는 통계 및 연구 자료
를 분석함
- 국내 사례분석은 MICE산업 관련 통계조사,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포괄범위 연구 등의 

MICE산업분류 연구와 함께 저작권, 콘텐츠, 스포츠, 관광산업 등의 산업특수분류를 함께 
검토함

- 해외 사례분석은 UNWTO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MICE산업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살펴봄

○ 연구 단계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과 검토를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함
- 자문위원은 협회, 국제회의기획업체(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 PCO), 전시기획업체

(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 PEO), 컨벤션뷰로(Convention Bureau, CVB) 등 관련 
기관 담당자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MICE산업분류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함

○ MICE산업분류의 구체적인 항목 및 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표 작성시에는 통계청
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설명서를 활용함
-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MICE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세부 품목을 검토하고, 한국표

준산업분류 설명서에서 산업정의 및 예시, 제외 품목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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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MICE산업 정의

○ MICE산업분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MICE산업에 대한 정의와 정의에 맞는 포괄범위가  
설정되어야 함
-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며, 산업활동이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으로 정의됨(통계청, 2017)

- 산업은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경제활동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며, 산업의 종류를 체계적으
로 구분한 것이 산업분류로 산업분류는 산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됨

- 따라서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MICE산업분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분류를 구축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 맞게 MICE산업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범위를 설정해야 함

○ 제2장에서는 MICE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MICE산업을 정의하도록 함
- MICE 개념은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각각에 대한 개념과 법제

적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산업별 특성을 파악함
- 이를 바탕으로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각각의 산업에 대해 정의

하고, M, I, C, E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산업을 MICE산업으로 정의함

제1절 MICE 개념

○ MICE는 회의를 뜻하는 Meetings, 인센티브를 뜻하는 Incentives, 회의 및 전시의 복합 이벤
트를 뜻하는 Conventions, 그리고 산업전시회(Trade show) 및 대중전시회(Consumer 
show)를 합쳐서 부르는 전시회 모두를 뜻하는 Exhibitions의 앞 글자를 합하여 만든 약어
(Acronym)로 컨벤션산업위원회(Convention Industry Council, CIC)의 ｢산업계 용어사전｣
(APEX Glossary: Accepted Practice Exchange)에 2009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등장함

○ MICE는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와 정책에 따라서 유사하면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Meeting, Events and Incentives를 줄여서 ME & I, 캐나다에서는 Meetings, 

Conventions, Incentive Travel를 줄여서 MC & IT로 사용하고 있음. 싱가포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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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Travel과 MICE를 합성한 BTMICE로 불리고 있음

국가 및 기구 약어 내용
미국 ME & I Meetings, Events, Incentives

캐나다 MC & IT Meetings, Conventions, Incentive Travel
싱가포르 BTMICE Business Travel, MICE

<표 2-1> MICE와 유사한 개념

회의(Meetings)1

○ 회의는 비즈니스, 교육, 사회적인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어떤 안건을 다루고, 이에 대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행위를 의미함

○ 회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Fighiera(1990)는 국제회의 및 컨벤션 등의 용어와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회

의를 협의로 하여 정보와 지식을 교환할 목적으로 상호 의견을 주고받거나, 단체의 정책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공통적인 관심사를 나누기 위한 모임으로 정함

- Carey(1875)는 컨벤션 주최․개최 유형을 협회, 기업, 정부, 종교단체로 구분하여 학회 협회
회의, 기업회의, 정부회의, 종교회의로 구분하고, 여기에 상업적 목적, 즉 이윤 창출을 목적
으로 하는 상업적 회의를 추가함

- 국제회의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UIA)의 경우에는 회의라는 용어를 단지 
컨퍼런스 또는 이와 유사한 협의의 회의로만 그 개념을 설정하고 있음

인센티브(Incentives)2

○ 인센티브는 근본적으로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통해서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조
직몰입과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기업의 내부마케팅 향상과 직무성
과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인센티브는 자동차와 컴퓨터 및 금융서비스 등 영업 마진이 높은 사업 군의 기업에서 주로 

실시되고 있으며 주로 기업체의 우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투어에 참가하게 하여 재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단순 포상여행에서 벗어나 해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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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회 참관과 직원연수 및 산업시찰 등과 같은 목적성이 부과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 인센티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한국관광공사(2016)는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부여를 위한 순수보상여행으로 
정의함

- SITE(The Society of Incentive Travel Executives, 2007: 전영철, 2011)는 기업의 일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한 종사원에게 그에 대한 포상이나 특별상여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여행상
품으로, 일종의 경영도구로 직원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포상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업무욕
구를 북돋아 업무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을 둔 여행으로 정의함

- Kotler, Brown & Makens(2003)는 개인이나 팀이 기업에서 제시하는 목표를 달성했거나 
초과달성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의 한 형태로 주어지는 여행으로 정의함

- Rubin(1986)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한 사람에게 상 또는 상품으로 사용되는 여행으로 현금
이나 상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동기부여작용을 한다고 정의함

컨벤션(Conventions)3

○ 컨벤션은 회의와 박람회가 결합된 형태로 여기서 박람회는 컨벤션 또는 산업전시회 참가자
들에게 상품과 용역을 전시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상품·장비·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조
달업자들의 모임행사를 의미함
- 컨벤션은 사람과 조직ㆍ정보ㆍ물상 그리고 네트워크 등이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

한 지역ㆍ장소ㆍ시설 등에서 만남을 형성하고, 그 만남을 기초로 정보ㆍ지식ㆍ이미지ㆍ비전 
등을 대상으로 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종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 통상적으로 공인된 단체가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주최하며 세계 각 국에서 참가하는 국
제회의를 의미함

○ 법제적으로는「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1항에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
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
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① 당해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
            ②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 그 중 외국인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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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

            ①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
            ②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전시(Exhibitions)4

○ 전시는 제품, 기술, 서비스를 특정 장소인 전문전시장, 호텔 또는 일정 공간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전시회 참가업체(Exhibitor)가 소비자,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 일반인 등의 참관객
(Visitor)을 대상으로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함으로써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함
- 통합마케팅(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IMC)의 수단으로써 전시장치, 디자인, 

판매원과 고객 간의 직접 접촉, 지원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진열을 통해 현재, 잠재고객에
게 중립적인 판단기회를 제공하고, 많은 고객과의 접촉·상담·거래를 한 자리에서 가능하게 
함. 이러한 접촉을 통하여 수출계약과 해외유통업체와 계약 체결, 제품의 시험판매와 유통
업체의 반응을 조사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음

- 전시는 신제품, 신기술, 서비스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장(market place)으로서 무역증
진에 이바지하는 국가적 인프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법제적으로는「전시산업 발전법」제2조 2항에 ‘전시회’란 무역 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국제박람회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박람회 국제사무국 총회에 등록하거나 박람회 국제사

무국 총회에서 승인한 박람회
-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

            ①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
            ② 100명 이상의 외국인 구매자가 참가 등록

- 그 밖에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로서 전시주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①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② 10개 이상의 전시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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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MICE산업 정의

○ 본 연구에서의 MICE산업은 한국관광공사 연구 등을 활용하여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를 직간접적으로 유치/기획/운영/진행/지원하는 산업으로 정의함
- Meetings 산업은 컨벤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전체 참가자가 10명 이상인 정부, 공

공, 협회, 학회, 기업회의로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중소규모 회의시설, 호텔, 휴양콘도
미니엄 등에서 4시간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직간접적으로 유치/기획/운영/진행/지원하는 산
업으로 정의함

- Incentives 산업은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Inbound) 외국인이 10명 이상 참가하며, 국내 숙
박시설에서 2박 이상 체류하는 보상관광을 직간접적으로 유치/기획/운영/진행/지원하는 산
업으로 정의함

- Conventions 산업은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이상이며 동시에 전체 참가자가 250명 이상인 
정부, 공공, 협회, 학회, 기업회의로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중소규모회의시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에서 4시간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직간접적으로 유치/기획/운영/진행/지
원하는 산업으로 정의함

- Exhibitions 산업은 전시산업 발전법에 의한 전시회로 무역전시회, 소비자 전시회 및 혼합
전시회(1일 이상)를 직간접적으로 유치/기획/운영/진행/지원하는 산업으로 정의함

구분 정의

Meetings 산업
Ÿ 컨벤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전체 참가자가 10명 이상인 정부, 공

공, 협회 학회, 기업회의로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중소규모 회의시
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에서 4시간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직간접적
으로 유치/기획/운영/진행/지원하는 산업

Incentives 산업
Ÿ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Inbound) 외국인이 10명 이상 참가하며, 국내 숙박

시설에서 2박 이상 체류하는 보상관광을 직간접적으로 유치/기획/운영/진
행/지원하는 산업

Conventions 산업
Ÿ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이상이며 동시에 전체 참가자가 250명 이상인 정

부, 공공, 협회, 학회, 기업회의로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중소규모회
의시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에서 4시간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직간
접적으로 유치/기획/운영/진행/지원하는 산업

Exhibitions 산업 Ÿ 전시산업 발전법에 의한 전시회로 무역전시회, 소비자 전시회 및 혼합전
시회(1일 이상)를 직간접적으로 유치/기획/운영/진행/지원하는 산업

<표 2-2> MICE산업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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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  결

○ MICE산업 정의는 MICE와 관련한 법제적 정의 및 각각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세부 구축 내용은 제4장에서 살펴보도록 함
- MICE산업은 하나의 산업이면서도 각각의 특성을 지닌 4개의 산업 군이 합쳐져 있는 산업으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각각에 대한 산업을 
정의함. 전체 MICE산업은 이를 모두 포괄하는 산업으로써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을 직간접적으로 유치/기획/운영/진행/지원하는 산업으로 정의함

- MICE산업 전체에 대한 정의는 MICE산업분류의 전체적인 구축 방향과 MICE산업 포괄범위
를 설정하는데 기준이 되며, M, I, C, E 각각에 대한 산업 정의는 MICE산업분류의 세부 
산업을 구분하는데 활용함

○ 본 연구에서의 MICE산업 정의 및 포괄범위는 MICE와 관련한 유치, 기획 등의 MICE산업에 핵심적
인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과 MICE와 관련한 운영, 진행과 관련된 부분적으로 MICE산업에 의존하
는 산업 뿐 만 아니라 MICE산업을 지원하는 산업, 즉, MICE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산업
과 지원 및 증진하는 산업까지를 포함함으로써 분류체계의 활용성을 높임
- 이는 MICE산업 경제 활동 측면을 핵심산업(Core Meeting Industry)과 확장산업(Extended 

Industry)으로 구분한 UNWTO의 MICE산업 경제 활동 측면에서의 분류보다 더 포괄적인 
범위임

- 세부적인 산업을 살펴보면, MICE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MICE관련 기획업, 시설
업을 포함한 숙박업, 운송업, 진행 관련 서비스업 등 뿐 만 아니라 간접적인 산업으로 고려
할 수 있는 쇼핑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MICE관련 용품 제조업, MICE관련 행정기관 등도 
포함함

- 본 연구에서는 MICE산업 포괄범위는 파급효과 분석 등을 고려한 것으로써 MICE관련 통계 
생산 및 연구 시에는 그 목적에 맞춰서 범위를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음. 예를 들어, MICE
산업통계 생산 시에는 핵심 MICE산업으로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있으며, 부분 MICE산업은 
비중 조사를 진행하여 규모 추정에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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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MICE산업분류 국내외 사례분석

○ 제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MICE산업을 정의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국내ㆍ외 사례분석을 통해 
앞서 정의한 MICE산업을 기준으로 MICE산업분류 구축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MICE산업은 기획업 및 시설업을 중심으로 다수의 관련 산업이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는 특유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1차 산업과 2차 산업 궁극적으로 서비스 산업이 
포함된 3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임

- 따라서, MICE산업분류는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산업적 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하
도록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ㆍ외에서 활용되고 있는 MICE산업분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 국내ㆍ외 사례분석은 국내에서 진행된 MICE산업분류 관련 연구와 MICE산업이 활성화되어 있
는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분류를 중심으로 진행함
- 국내에서는 직접적인 MICE산업분류 관련 연구는 없으나, MICE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MICE산업 관련 통계 등에서 산업을 분류하고 포괄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봄 
- 국외 사례분석에서는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의 MICE산업 경제활동 측면을 고려한 분

류와 미국, 싱가포르, 호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MICE산업분류를 살펴봄

제1절 국내 사례분석

2015 MICE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1

○ 2015 MICE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MICE 산업의 합리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분
석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하여 총 4단계의 조사과정을 통해 MICE 산업별 연관산업을 분류함

공급자 기준

○ 공급자 기준 MICE 산업분류 결과, Meetings는 52개, Incentives는 57개, Conventions는 59개, 
Exhibitions는 62개 등으로 최종 분류됨

○ MICE 각 산업 군별 특성을 감안하여 분류하였으며, 산업 군별로 분류 결과에 차이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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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기본부문 
코드 I/O 상품명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097 인쇄 O O O O
098 기록매체 복제 O O O
263 목재 가구 O O O
264 금속 가구 O O O
265 기타 가구 O O O
271 모형 및 장식용품 O O O O
284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국공립) O O O
285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산업) O O O
286 자원재활용서비스 O O
288 비주거용 건물 O O O O
289 건축보수 O O O O
301 기타 건설 O O
302 도매서비스 O O O O
303 소매서비스 O O O O
304 철도여객 운송서비스 O O O O
305 철도화물 운송서비스 O O O O
306 도로여객 운송서비스 O O O O
307 도로화물 운송서비스 O O O O
308 소화물 전문 운송 서비스 O O O O
309 연안 및 내륙수상 운송서비스 O O O O
310 외항운송서비스 O O O O
311 항공운송서비스 O O O O
312 육상운송보조서비스 O O O O
313 수상운송보조서비스 O O O O
314 항공운송보조서비스 O O O O
315 하역서비스 O O O O
316 보관 및 창고서비스 O O O O
317 기타 운송관련서비스 O O O O
318 일반음식점 O O O O
319 주점 O O O O
320 기타음식점 O O O O
321 숙박 O O O O
322 우편서비스 O O O O
323 유선통신서비스 O O O O
324 무선통신서비스 O O O O
325 기타 전기통신서비스 O O O O

<표 3-1> MICE 산업분류 결과(공급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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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기본부문 
코드 I/O 상품명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326 지상파 방송서비스 O O O O
327 유선, 위성 및 기타방송 O O O O
328 정보서비스 O O O O
329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O O O O
330 컴퓨터관리 서비스 O O O O
332 출판 O O O O
333 영상ㆍ오디오물 제작 및 배급 O O O
339 비생명보험 O O O O
340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O O O O
342 비주거용 건물 임대 O O O O
345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 O O O O
350 법무 및 회계 서비스 O O O O
351 시장조사 및 경영컨설팅 O
352 광고 O O O O
356 기타 전문서비스 O O O O
357 청소소독 및 시설유지 O O O O
358 인력공급 및 알선 O O O O
359 기타 사업지원서비스 O O O O
360 중앙정부 O O O O
361 지방정부 O O O O
371 문화서비스(국공립) O O O O
372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O O O O
373 기타 문화서비스 O O O O
374 스포츠서비스 O O O O
375 오락서비스 O O O O
376 산업 및 전문가 단체 O

연관산업 수 52개 57개 59개 62개

지출항목 I/O 기본부문 코드 I/O 상품명
숙박비 321 숙박
쇼핑비 303 소매서비스

<표 3-2> MICE 산업분류 결과(수요자 기준)

자료: 한국관광공사(2016). 2015 MICE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수요자 기준

○ 수요자 기준 MICE 산업분류 결과는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산
업 모두가 27개의 산업으로 동일하게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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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항목 I/O 기본부문 코드 I/O 상품명

식음료비
318 일반음식점
319 주점
320 기타음식점

문화활동비
371 문화서비스(국공립)
372 연극, 음악 및 기타예술
373 기타 문화서비스

오락/유흥비 375 오락서비스
스포츠 활동비 374 스포츠서비스

현지 교통비

304 철도여객 운송서비스
306 도로여객 운송서비스
309 연안 및 내륙수상 운송서비스
310 외항운송서비스
311 항공운송서비스
312 육상운송보조서비스
313 수상운송보조서비스
314 항공운송보조서비스

기타

322 우편서비스
323 유선통신서비스
324 무선통신서비스
328 정보서비스
339 비생명보험
340 금융 및 보험 보조서비스
381 미용관련 서비스
382 세탁
384 기타 개인서비스

연관산업 수 27개
자료: 한국관광공사(2016). 2015 MICE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15 MICE산업통계 조사·연구2

○ 2015 MICE산업통계 조사·연구는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 전시 기획업, 인센티브 여행업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 업종의 정의 및 포괄범위는 아래와 같음

시설업

○ 2015 MICE산업통계 조사ㆍ연구에서는 MICE 및 통계전문가의 연구 작업을 통해 조사대상 
시설(시설업)의 정의 및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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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및 분류기준

전문회의
시설

Ÿ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
에 따른 전문회의 
시설, 준회의시설 
기준에 합당한 시설

Ÿ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Ÿ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Ÿ 옥내와 옥외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준회의
시설

Ÿ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and)
Ÿ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

을 것
중소규모 
회의시설

Ÿ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분류ㅣ준에는 부합되지 않지만, 
Meeting, Convention 정의 및 기준에 부합되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호텔 Ÿ 「관광진흥법」에 호텔업으로 등록된 사업체 중 MICE 행사 관련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
는 시설

휴양콘도
미니엄

Ÿ 「관광진흥법」에 휴양콘도미니엄업로 등록된 사업체 중 MICE 행사 관련 임대가 이루어
지고 있는 시설

<표 3-3> 조사대상 시설의 정의 및 분류기준

- 단, 전문회의시설 중에서 aT센터, 군산새만금센터, 경주화백센터는 전문회의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MICE 행사가 타 시설에 비해 다수 개최되기 때문에 전문회의시설로 분류함

자료: 한국관광공사(2016). 2015 MICE 산업통계 조사ㆍ연구

국제회의 기획업

○ 국제회의 기획업은「관광진흥법」에 국제 회의업으로 등록한 업종으로서, 대규모 관광수요
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을 의미함

전시 기획업

○ 전시 기획업은「전시산업발전법」상 전시주최자로 등록한 업종으로서, 전시회 및 전시회 부
대행사를 기획ㆍ개최ㆍ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의미함

인센티브 여행업

○ 인센티브 여행업은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Inbound) 외국인 관광객이 10명 이상과 동시에 숙
박시설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송ㆍ숙박시설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밖에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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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품질개선 컨설팅3

○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품질개선 컨설팅 연구에서는 MICE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높아
짐에 따라 경제, 문화, 사회적 맥락에 부합하는 MICE 산업분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많은 산업들과 상호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MICE 관광산업의 특성 때문에 MICE 관광산업만
의 새로운 산업분류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적, 기술적인 장애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음

○ 이러한 문제 때문에 MICE 관광산업특수분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대신, MICE 관광산업
과 관련된 부분을 MICE 관광산업 주체들(컨벤션 참가자, 전시 참관자, 컨벤션 주최자, 전시 
참가업체)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이를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와 연계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 연계시키는 통합표를 제시함
- MICE 관광산업의 핵심이 되는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중심으로 MICE 관광산업 주체의 지출액 

– 산업연관표 산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연계하는 통합표를 제시함

『MICE 산업 포괄범위』연구 품질개선 컨설팅4

○ 『MICE 산업 포괄범위 연구』 품질개선 컨설팅 연구에서는 UNWTO의 MICE산업 정의 및 
분류를 준용하여 MICE산업을 핵심 미팅산업(Core Meeting Industry)과 폭넓은 유형의 확
장된 미팅산업(Extended Approach Meeting Industry)으로 구분하고 있음
- 핵심산업은 MICE 연관 서비스 제공을 주요 경제활동(Principal Economic Activity)으로 하는 

업체(Business Units)들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개념으로 전문기획업, 컨벤션/콩그레스 및 전
시 시설업, 인센티브 기획업 및 지역 전문업, 컨벤션뷰로 등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관산업은 핵심산업에 포함되지 않으나 MICE 행사 개최에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업종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회의 참가자, 전시참관객, 행사개최자 등 MICE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 제공업자를 의미함

○ 핵심산업과 연관산업에 연계되는 66개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관 코드를 제시하고 있음(전
시 및 행사 대행업 외)



제3장 MICE산업분류 국내외 사례분석

23

분류 주요활동 비고

핵심
산업

전문미팅 주최자(Specialized Meeting Organizer) ISIC코드 823 해당
컨벤션 센터(Convention Centre), 콩그레스 및 전시홀(Congress and 
Exhibition Halls) ISIC코드 6810 해당
인센티브하우스(Incentive House) 및 목적지 운영 회사(Destination 
Management Companies)

ISIC코드 7911 또는 
7912 해당

컨벤션 및 방문객 뷰로(Convention and Visitor Bureau) ISIC 823, 7911, 
7900 해당

연관
산업

숙박
무대수송(Transportation)
기계적인 장비(Technical Equipment, Audio/Video/Interpretation 
System)
사무국 보조 서비스(Secretarial Support Services)
식음료 서비스(Catering, Food and Restaurant Services)
연사섭외 관리 서비스(Speakers’ Representation Service)
무대 건절(Stand Construction)
디자인 및 인쇄, 제작

<표 3-4> 핵심산업 및 연관산업(확장적) 분류체계

자료: 통계청(2012). MICE산업 포괄범위 연구 품질개선 컨설팅

광주시 MICE산업 활성화 방안5

○ 광주시 MICE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는 MICE산업을 ‘전시컨벤션 행사를 중심으로 교통, 숙박
ㆍ음식, 엔터테인먼트, 유통, 유흥 등 비즈니스ㆍ관광ㆍ엔터테인먼트산업이 융복합하여 고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산업’으로 규정함

○ MICE 행사를 직접 유치ㆍ기획하는 전문 에이전시(PCO, PEO)를 포함하여 전시컨벤션시설
을 핵심으로 보고, 호텔, 여행사, 항공사, 유통업(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점, 일반판매
점), 관광객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음식점), 관광객편의시설업(관광토속
주판매업, 전문관광식당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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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 산업

회의 진행 관련산업
컨벤션전문업, 통역ㆍ번역ㆍ속기업, 인쇄ㆍ출판ㆍ사진업, 전시장식업, 회의용품 
대여업, 그래픽ㆍ디자인, 경비 청소업, 전기ㆍ배관업, 모형제작업, 광고 기획, 예
능업, 나레이터 모델, 기념품ㆍ문구업, 꽃판매업 등

회의장ㆍ숙박ㆍ음식 
관련산업

회의장, 전시장, 견본시회의장, 호텔, 모텔, 여관,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극장, 레
스토랑, 급식산업, 커피숍, 바 등

교통 관련산업 힝공사, 여행사, 철도회사, 선박회사, 버스회사, 택시회사, 화물운송회사, 통관업, 
창고업, 배달업 등

관광 관련산업 관광시설, 오락시설, 미술관, 박물관, 유원지, 동물원, 수족관, 안내소, 안내원, 문
화시설 등

기타 은행, 병원, 약국, 우체국, 통신회사, 매스컴 등

<표 3-5> 광주시 MICE산업 활성화 방안 MICE관련 산업의 유형

자료: 광주발전연구원(2012). 광주시 MICE산업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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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외 사례분석

UNWTO(유엔세계관광기구)1

정의

○ UNWTO는 ‘회의산업(Meetings Industry)’이라는 용어를 MICE산업을 통칭하는 표준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 회의산업은 넓은 의미에서 아래 부분에서의 근본적인 또는 부수적인 경제활동을 포함함
- 특정 회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중개 또는 예약 관리를 포함하여 패키지 또는 서비스 번들

로 구성되거나 특정 서비스로 구성된 회의의 조직, 판촉, 마케팅 및 판매
- 회의시설 또는 회의 및 전시 참가자를 위한 숙박시설의 상업적 공급
- 직원, 기술 장비, 케이터링 및 기타 자료와 같이 회의 주최 및 조직을 위해 필요한 보조 서비스

분류

○ UNWTO는 MICE산업의 기본적 구조를 핵심산업(Core Meeting Industry)과 확장산업
(Extended Industry)으로 구분하고 있음

분류 ISIC(국제표준산업분류) 코드 비고

핵심산업
(Core Meeting 

Industry)

Ÿ 전문회의기획업(Specialized Meetings Organizers)
Ÿ 컨벤션, 콩그레스, 전시회 관련 시설업(Convention 

Centres, Congress and Exhibition Halls)
Ÿ 인센티브 기획업 및 지역기반서비스 제공업(Incentive 

Houses and Destination Management Companies)
Ÿ 컨벤션뷰로(Convention and Visitor Bureaux)

공급활동 중심의 
경제적 활동

확장 산업
(Extended Industry)

Ÿ 숙박업(Accommodations)
Ÿ 교통서비스업(Transportation)
Ÿ 기술ㆍ설비업(Technical Equipment)
Ÿ 식음서비스업(Food Services)
Ÿ 연사중개업(Speakers’ Representation Services)
Ÿ 부스장치업(Stand Construction)
Ÿ 지원서비스업(Other Support Services)
Ÿ 기타 제반서비스업(Auxiliary Businesses)

(MICE 개최 및 
참가로 인해 

발생하는) 수요활동 
중심의 경제적 활동

<표 3-6> UNWTO의 MICE산업 경제 활동 측면에서의 분류

자료: UNWTO(2008). Global Meeting Initiative Vo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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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산업은 주로 회의 관련 서비스의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모든 사업단위를 포함하도록 정
의함
- 핵심산업은 국제회의산업에서 공급 중심의 경제적 활동을 주로 하는 전문회의기획업, 컨벤

션, 콩그레스 및 전시 시설업, 인센티브 기획 및 지역 전문업, 컨벤션뷰로 등의 4가지 부문
으로 구성됨

- UNWTO는 MICE 핵심산업을 ISIC(국제표준산업분류) Rev.4의 3자리 및 4자리 코드와 연
계하고 있음

분류 ISIC(국제표준산업분류) 코드
전문회의기획업

(Specialized meeting 
organizers)

Ÿ 823 : Organization of conventions and trade shows. 비즈니스 및 무역 
박람회, 컨벤션, 회의 및 회의와 같은 행사의 조직, 홍보 및 관리,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직원의 관리 감독

컨벤션, 콩그레스 및 
전시 시설업

(Convention Centres, 
Congress and Exhibition 

Halls)

Ÿ 6810 : Real estate activities with own or leased property. 전시홀을 
포함하여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매매, 임대 및 운영에 
관여하는 사업

인센티브 기획업 및 
지역기반서비스 제공업
(Incentive Houses and 
destination anagement 

companies)

Ÿ 7911 : Travel agency activities. 주로 여행, 관광, 교통 및 숙박 서비스를 
일반 대중 및 기업에게 판매하는 활동

Ÿ 7912 : Tour operator activities. 교통, 숙박, 음식 및 오락 또는 스포츠 
활동을 포함하는 관광사업자

컨벤션뷰로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x)1)

Ÿ 823 : Organization of conventions and trade shows. 비즈니스 및 무역 
박람회, 컨벤션, 회의 및 회의와 같은 행사의 조직, 홍보 및 관리,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직원의 관리 감독

Ÿ 7911 : Travel agency activities. 주로 여행, 관광, 교통 및 숙박 서비스를 
일반 대중 및 기업에게 판매하는 활동

Ÿ 7990 : other reservation service and related activities. 관광 진흥 활동 
또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활동

<표 3-7> UNWTO의 핵심 MICE산업

자료: UNWTO(2008). Global Meeting Initiative Vol 1

○ 확장산업은 핵심산업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에 직ㆍ간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는 업종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특히, 확장산업에서는 회의장소 대여, 회의 참석자를 위한 숙박 서비스 등 숙박 산업에 의해 
창출된 회의 관련 활동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1) 컨벤션뷰로는 정보, 예약 서비스 제공, 또는 특정 목적지에서의 MICE 활동 홍보 등에 특화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MICE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는 개인 사업자의 역할을 함. 컨벤션뷰로는 법적 지위 및 
활동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분류체계에 속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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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외에도 회의 개최 및 참석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서비스, 장비 및 인력을 제공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확장산업에 포함됨

미국2

정의

○ 미국은 UNWTO의 회의산업(Meetings Industry) 개념을 차용하고 있으며, ‘회의’에 대해 계
약된(비용을 지불한) 시설에 1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여서 최소 4시간 이상 진행하는 행사
로 규정하고 있음

분류

○ 미국에서는 MICE산업의 국가 경제 기여도 분석을 위해 UNWTO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MICE산업을 분류하고 있음
- 경제효과 분석을 위하여 핵심산업(Core Meetings Industries)과 확장산업(Extended 

Approach)으로 분류함

분류 ISIC(국제표준산업분류) 코드

핵심산업
(Core Meeting 

Industries)

Ÿ 전문회의기획업(Specialized Meetings Organizers)
 - 561920 : Convention and Trade Show Organizers
Ÿ 컨벤션, 콩그레스, 전시회 관련 시설업(Convention Centres, Congress 

and Exhibition Halls)
 - 531120 : Lessors of Nonresidential Buildings(except mini warehouses)
Ÿ 인센티브 기획업 및 지역기반서비스 제공업(Incentive Houses and 

Destination Management Companies)
 - 5615 : Travel Arrangement and Reservation
Ÿ 컨벤션뷰로(Convention and Visitor Bureaux)
 - 561591 : Convention and Visitor Bureaus U.S.

확장산업
(Extended Approach)

Ÿ 숙박업체(Accommodations)
Ÿ 연사중개업체(Speakers’Representation Services)
Ÿ 교통서비스업(Transportation)
Ÿ 부스장치업체(Stand Construction)
Ÿ 기술설비업(Technical Equipment)
Ÿ 지원서비스업체(Other Support Services)
Ÿ 식음서비스업(Food Services)
Ÿ 기타 제반서비스업(Auxiliary Businesses)

<표 3-8> 미국의 MICE산업분류

자료: PWC(2011). The Economic Significance of Meetings to the U.S.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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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관련 산업

직
접
효
과

주최자

Ÿ 시설업(Venue)
Ÿ 광고업(Marketing and advertising)
Ÿ 물류업(Logistics services)
Ÿ 부스설치업(Booth setup)
Ÿ 엔터테인먼트업(Entertainment services)
Ÿ 인력 서비스(Manpower and training agencies)
Ÿ 경비 및 보안서비스(Security services)
Ÿ 장비 임대업(Equipment rental)
Ÿ 급여서비스 등(Payroll services etc.)

참가자

Ÿ 항공업(Airfare)
Ÿ 숙박업(Accommodation)
Ÿ 식음료업(Food and beverages)
Ÿ 육상운송업(Ground transportation)
Ÿ 관광업(Sightseeing and Attractions)
Ÿ 쇼핑업(Shopping)
Ÿ 공연(Attending events and entertainment)
Ÿ 통신업(Telecommunication charges)
Ÿ 기타(Others etc.)

<표 3-9> 싱가포르의 MICE산업분류

싱가포르3

정의

○ 싱가포르는 BTMICE(Business Travel과 MICE의 합성어)라는 용어로 MICE산업을 지칭하
고 있으며, MICE산업 참가자를 크게 이벤트 기획자와 하부 공급업체로 구분하고 있음
- 이벤트 기획자는 국제회의기획업체(Professional Congress Organizer, PCO), 전시기획업체

(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 PEO), 목적지운영회사(Destination Management 
Company, DMC)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 또한, 주요 하부 공급업체로 호텔업, 시설업, 전시공사업, 물류업 등을 포함하고 있음

분류

○ 싱가포르는 MICE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발효과
에 대응하는 MICE산업을 분류하고 있음

○ 직접효과는 행사 방문자, 대표, 전시자 및 주최자가 MICE 부문 산업에 지출한 금액의 합으로 
측정하며 아래와 같은 산업이 포함됨



제3장 MICE산업분류 국내외 사례분석

29

분류 관련 산업

간접효과
Ÿ MICE산업의 벤더 및 방문객 / 대리인에게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

업체의 추가 지출
Ÿ MICE 투자

유발효과

Ÿ 식음료 서빙 서비스(Food and Beverage Serving Services)
Ÿ 주택 및 관련 서비스(Housing and Related Expenditure)
Ÿ 건강 관련 서비스(Health)
Ÿ 교통(Transport)
Ÿ 통신(Communication)
Ÿ 문화 및 여가(Recreation and Culture)
Ÿ 교육 서비스(Educational Services)
Ÿ 기타(Others)

자료: ICCA(2016). Study on the Economic Impact of MICE in Singapore

○ 간접효과는 싱가포르 MICE 부문 산업을 지원하는 공급자가 제3부문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
입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산업이 해당됨
- MICE산업의 벤더 및 방문객 / 대리인에게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의 추가 지출
- MICE 투자 지출

○ 유발효과는 싱가포르 경제 내 MICE관련 고용으로부터 지출된 금액의 영향을 측정함

호주4

정의

○ 호주의 MICE산업은 비즈니스이벤트(Business Events)로 분류하고 있으며, 회의, 전시회, 
인센티브 여행을 포함함
- 비즈니스 이벤트(Business Events)란 협회회의(Association), 기업 및 정부 회의(Corporate 

and Government Meetings), 전시(Exhibition), 인센티브 여행 보상프로그램(Incentive 
Travel Reward Programs)을 지칭하는 집합적 용어로 사용함

○ 비즈니스이벤트 관련 통계집계를 위해서 NBES(National Business Events Study)에서 정의
하는 MICE관련 용어는 미팅(Meetings), 인센티브(Incentives), 전시회(Exhibitions)로 분류
하고 있으며, 미팅에 컨퍼런스와 컨벤션을 포함하고 있음
- 미팅(Meetings) : 15인 이상이 참가하는 모든 종류의 미팅(Meetings), 컨퍼런스

(Conferences), 컨벤션(Co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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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Incentives) : 참가자에게 보상의 의미로 주어지는 여행
- 전시회(Exhibitions) :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시하는 공급자가 참여하는 행사

분류

○ MEA(Meetings & Events Australia)는 AACB(Australian Association of Convention 
Bureaux) 및 EEAA(Exhibition & Events Association of Australasia)와 공동으로 MICE산
업 분야에 대한 직무능력 조사를 실시였으며, 조사 대상 산업은 아래와 같음

MICE산업 분류
Ÿ 회의 및 이벤트기획업(Event and/or Meeting 

Management)
Ÿ 시설업(Venue)
Ÿ 호텔 / 숙박시설 내 시설업 (Hotel / Venue with 

accommodation)
Ÿ 음향 및 영상 장비(Audio Visual / Production)
Ÿ 전시 공급자(Exhibition Supplier)
Ÿ 전시 기획자(Exhibition Organizer)
Ÿ 컨벤션뷰로(Convention Bureau)
Ÿ 교육(Educator)
Ÿ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IT / Software)
Ÿ 케이터링 및 환대산업(Catering / Hospitality)

Ÿ 전시 기획자 협회(Association Exhibition Organizer)
Ÿ 체험 대항사(Experiential Agency)
Ÿ 마케팅 및 홍보(Marketing Communication

organization)
Ÿ 운송업(Transport Operator)
Ÿ 기타(Others)

<표 3-10> 호주의 MICE산업분류

자료: MEA(2017). The Australian Workplace Skills Survey for the Events Industry Sector for Meetings & Events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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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  결

○ 제3장에서는 국내에서 진행된 MICE산업분류 관련 연구와 UNWTO를 포함하여 MICE산업
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MICE산업분류를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함
- 2015 MICE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15 MICE산업통계 조사ㆍ연구,『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품질개선 컨설팅,『MICE 산업 포괄범위』연구 품질개선 컨설팅, 광주시 
MICE산업 활성화 방안의 5건 국내사례와 UNWTO, 미국, 싱가포르, 호주의 4개 국외사
례를 살펴봄

○ 국내ㆍ외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의 MICE산업분류 구축 방향을 도출함
- 국제적으로 MICE산업 통계 산출을 위한 분류체계로 활용되고 있는 UNWTO의 MICE산

업 경제 활동 측면에서의 분류와 미국,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MICE산업을 핵심과 연관산
업(또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융ㆍ복합적인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
여 MICE산업에 대한 기여도 및 역할 등을 분류체계에서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이는 앞
서 살펴본 사례와 동일하게 핵심과 연관산업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또는 이보다 더 세분
화가 필요한지는 제4장에서 살펴봄

- MICE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파급효과를 산업의 경제적 활동 흐름에 따라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공급자와 수요자 기준으로 각각 산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시 MICE산업의 직접적인 효과를 주최자와 참가자로 나누고 있음. 또한 우리
나라에서도 공급 측면에서의 산업통계 조사와 수요 측면에서의 참가자 조사가 모두 진행
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을 모두 고려하여 MICE산업분류를 구축하도록 함

- 국외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MICE산업분류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국제표준산업분
류와의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UNWTO의 MICE산업 경제 활동 측면에서의 분류 
또는 국제간 비교가 어려움

- 따라서 MICE산업분류는 국제표준산업분류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국제표준산업분류와 연계되어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를 통해 가능함. 또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는 본 연구의 연구 범위에 포함되는 표본틀 구축을 위해서도 필요
한 작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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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MICE산업분류 구축 내용

제1절 MICE산업분류 구축 방향

산업적 관점에서의 구축 방향1

산업 구조적 특징

○ MICE산업은 하나의 산업이면서 각각의 특성을 지닌 4개의 산업 군이 합쳐져 있는 산업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MICE산업분류를 활용하여 MICE산업 전체 뿐 만 아니라 M, I, C, E 개별 
산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함
- MICE산업에서 Meetings, Conventions, Exhibitions은 개최 목적, 개최 규모의 차이로 산업을 

정의하고 있어 산업분류 측면에서 구분하기 어려움. 또한 MICE산업의 M, I, C, E를 구성하는 
산업들은 서로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함

- 본 연구에서는 MICE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M, I, C, E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전체 
MICE산업분류를 구축하되, 각 산업 군별 특성을 고려하여 M, I, C, E의 해당 여부를 제시함

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핵심 MICE산업

MICE관련 기획업 회의 기획업 O O
전시 기획업 O O

MICE관련 시설업
MICE관련 전문 시설업 O O O

MICE관련
호텔 및 리조트 시설업 O O O
MICE관련 대학 시설업 O O O
MICE관련 기타 시설업 O O O

인센티브 여행업 인센티브 여행업 O

<표 4-1> MICE산업분류의 산업군 구분(핵심 MICE산업 기준)

파급효과 분석 등에서의 활용성

○ MICE산업은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개최 이외에도 숙박, 식음료, 운송, 관광 등과 
융복합된 산업으로 향후 파급효과 분석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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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통해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있는『MICE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등 관련 연구의 산출 기준으로 활용 가능함

- MICE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와 연계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연계할 수 있음

○ MICE산업분류는 핵심 MICE산업을 중심으로 MICE산업에 대한 기여도와 역할에 따라 대분
류를 4개로 구분함
- 융ㆍ복합적인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산업과 관광산업의 경우에도 각 산업에 대

한 기여도에 따라 대분류를 구분하고 있음.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저작권산업분류, 우리나라의 저작권산업특수분류, 관광
산업특수분류는 산업을 크게 ‘핵심’, ‘상호의존’, ‘부분’, ‘지원’으로 분류함

- MICE산업분류에서 ‘핵심 MICE산업’은 MICE산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산
업, ‘상호의존 MICE산업’은 MICE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산업, ‘부분 MICE산업’은 
부분적으로 MICE산업에 관여하는 산업, ‘MICE 지원산업’은 MICE산업을 지원 및 증진하는 
산업으로 정의함

- 이는 MICE산업 경제 활동 측면을 핵심산업(Core Meeting Industry)과 확장산업(Extended 
Industry)으로 구분한 UNWTO의 MICE산업 경제 활동 측면에서의 분류보다 세분화된 
분류로 UNWTO의 분류와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함

대분류 정의 포괄범위
핵심 MICE산업 Ÿ MICE산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비중

을 차지하는 산업 Ÿ 기획업, 시설업, 인센티브 여행업

상호의존 
MICE산업

Ÿ MICE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산업

Ÿ 쇼핑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MICE
관련 용품 제조업, 보험 및 금융서비
스업 등

부분 MICE산업 Ÿ 부분적으로 MICE산업에 관여하는 산업 Ÿ 숙박업, 케이터링 서비스업, 운송 및 통관 
서비스업, MICE관련 진행 서비스업 등

MICE 지원산업 Ÿ MICE산업을 지원 및 증진하는 산업 Ÿ 컨벤션뷰로, MICE관련 행정기관, 단체

<표 4-2> MICE산업분류의 대분류 정의 및 포괄범위

공급과 수요 측면

○ MICE산업분류를 통해 MICE산업의 경제적 활동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참가형태별로 주최자와 참가자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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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MICE관련 통계조사는 공급 측면에서『MICE 산업통계 조사ㆍ연구』, 수요 측면에서
『MICE 참가자 조사 결과보고서』가 있음

- UNWTO에서도 [그림 4-1]과 같이 Meetings Industry(개념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MICE산
업)를 크게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고 있음

자료: UNWTO(2006). Measuring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Meetings Industry
[그림 4-1] UNWTO의 Meetings Industry 구조

○ 주최자는 공급 측면으로 MICE와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거나 MICE산업을 지원 및 증진하기 위한 사업자 및 단체 등을 의미함
- 주최자에는 MICE관련 기획업(국제회의기획업체, 전시기획업체 등), 시설업(전문회의시설, 

호텔 및 리조트 회의시설 등) 뿐만 아니라 회의 개최지를 홍보하고 회의, 컨벤션, 기타 다
른 이벤트에 인력지원, 숙박관리, 기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벤션뷰로와 문화체육관광
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MICE관련 행정기관, 관련 단체 등이 포함됨

○ 참가자는 수요 측면으로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에 참가하여 재화 및 서비스 
관련 지출을 하는 일반 참관객 뿐만 아니라 전시(Exhibitions)산업과 관련한 참가업체를 모
두 포함함

○ 산업의 특성상 해당 산업이 주최자와 참가자로 나누어지지 않고 공급과 수요가 함께 이루어
지는 산업도 있음
- MICE관련 기획업, 시설업 등은 공급 측면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나, MICE관련 숙박업, 식음

료서비스업 등은 수요와 공급 측면이 모두 발생하는 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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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체계 관점에서의 구축 방향2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 특성 및 세부 
품목 분석을 통해 연계표를 작성함
-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KSIC)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 

범위를 설정하고 산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통계분류
로 MICE산업분류를 포함하는 특정 산업에 해당하는 분류(산업특수분류 등)는 활용도 측면
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가 필요함

- 연계표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전체가 포함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
류 코드)와 일부만 포함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 + “*”)를 구분하여 제
시하며, 세부 연계표는 부록에 수록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표는 매년 MICE산업 분류를 활용한 MICE산업 표본틀 갱신시에 
활용가능하며, 연계표를 활용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표본틀 구축이 가능함
-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제표준산업분류(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와의 연계표를 활용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 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타 국제분류(UNWTO의 
MICE산업 경제 활동 측면의 분류 등) 와도 연계가 가능해짐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 준용

○ 분류구조 및 분호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기준을 준용함
○ 분류구조는 대분류(1자리 숫자 사용), 중분류(2자리 숫자 사용), 소분류(2자리 숫자 사용)

의 3단계로 구성하여 총 5자리의 코드를 부여함
○ 중분류 이하의 분류는 01부터 99까지를 부여하였으며, 각 분류별 추가 여지를 남겨놓기 위

하여 분류별 사이에 번호 여백을 둠
○ 여기서 ‘99’는 기타 항목을 의미하며, 앞에서 명확하게 분류되어 남아 있는 활동이 없는 경우

에는 ‘99’ 기타 항목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음. 또한 각 분류단계에서 더 이상 하위 분류가 
세분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00’을 사용함
- 예를 들어, 인센티브 여행업은 중분류 코드가 ‘103’이며, 중분류가 더 이상 세분화되지 않고 

소분류 또한 인센티브 여행업으로 소분류 코드는 ‘103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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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MICE산업분류 구축 과정

MICE산업분류 구축 6단계

○ MICE산업분류 구축은 다음의 6단계로 이루어지며, 여기에는 MICE산업분류를 바탕으로 진
행되는 표본틀 구축까지를 포함함
- MICE산업분류 구축은 1) MICE산업 포괄범위 설정, 2) MICE산업분류(안) 도출, 3) 연계표 

작성, 4) 자문회의 개최, 5) MICE산업분류 구축, 6) MICE산업 표본틀 구축의 순으로 진행됨

[그림 4-2] MICE산업분류 구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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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 포괄범위 설정

○ MICE산업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단체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MICE산업의 개념과 관련 
산업분류에 대한 사례분석을 진행함
- MICE산업은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일부국가 및 ICCA(국제컨벤션협회), 

CIC(컨벤션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개념이기는 하나, 각 국
가 및 사용기관 등에서 다양한 용어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MICE산업분류는 UNWTO의 MICE산업 경제 활동 측면에서의 분류, 싱가포르의 직․
간접효과 및 유발효과 산출에서 사용한 MICE산업 분류 등을 바탕으로 살펴봄

- 국내사례는 국내 MICE산업 관련법(관광진흥법 시행령,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전시
산업 발전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법제적 정의와 MICE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포괄
범위 연구 등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포함한 국내외 관련 산업분류 및 정의 등을 활용하여 MICE산업의 포괄
범위를 설정함
- MICE산업의 정의 및 포괄범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함

MICE산업분류(안) 도출

○ UNWTO의 MICE산업 경제 활동 측면에서의 분류, MICE산업관련 파급효과 분석, 포괄범
위 연구 등에서 제시하는 MICE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산업을 비교,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MICE산업 포괄범위를 기준으로 MICE산업분류(안)을 도출함
- 도출한 MICE산업분류(안)은 관련 학계 및 다양한 산업계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함

연계표 작성

○ 구축한 MICE산업분류는 향후 조사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표
를 작성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와 연계 가능하도록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전체

가 포함되는 경우와 일부만 포함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국제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표를 활용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와도 연계

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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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기준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UNWTO에서 제시하고 있는 MICE산업 경제 활동 측면
에서의 분류와의 연계표도 함께 작성 제시함
- MICE산업분류 작성 후 MICE산업 결제 활동 측면의 분류를 같이 표시함으로써 국

제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

자문회의 개최

○ MICE산업분류(안)을 바탕으로 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진행함
- MICE관련 학계, 전문회의 시설, 국제회의기획업체(PCO), 전시기획업체(PEO), 컨벤션뷰로

(CVB), MICE관련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함
- 이때, 다양한 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회의 및 전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적인 측면

도 함께 고려함
○ 자문회의 개최 결과는 MICE산업분류(안) 도출과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산업분류의 객관성

과 타당성을 확보함
- MICE산업분류(안)의 개선 및 보완사항을 도출하며, MICE산업분류(안)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당한 근거도 함께 마련함

MICE산업분류 구축

○ 앞선 1절에서 살펴본 MICE산업분류 구축 방향과 자문회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MICE산업분
류를 확정함
- MICE산업분류는 국제기준을 준용하면서도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하며, MICE산업 

전체 뿐만 아니라 M, I, C, E 개별 산업군, 참가형태별로 주최자와 참가자를 구분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구축한 MICE산업분류는 산업특수분류 제정 요건에 충족하도록 구축함
○ MICE산업분류에는 산업 정의 및 예시, 제외 품목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분류의 이해도와 

활용성을 높임
- 한국표준산업분류 설명서, 산업의 법제적 정의 등을 바탕으로 MICE산업분류의 소분류별로 

산업을 정의하고 예시와 제외 품목을 제시하며 이는 제4장의 제3절 MICE산업분류 구축 내
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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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 표본틀 구축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MICE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구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MICE산업 표본틀을 구축함
-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표를 기준으로 MICE산업에 해당하는 산업분류를 1차적

으로 구별함
- 1차적으로 구별한 산업은 2015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의 ‘무엇을 가지고(원재료, 

영업장소 등)’, ‘어떤 방법으로(주요 영업, 생산 활동)’, ‘생산, 제공하였는가(최종 재
화, 용역)’의 품목 변수를 활용하여 최종 MICE산업 영위 사업체를 선별함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뿐만 아니라 MICE산업통계 모집단 등의 2차 자료를 활용하여 표
본틀을 구축함으로써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함
- 표본틀은 모집단을 구성하는 단위의 목록 또는 표본이 실제로 선정되는 표집단위를 목록화

한 것으로 정확한 표본틀 없이 조사대상을 선정하면 조사결과에 편향이 발생함
- 대표성이 확보된 표본틀은 향후 MICE산업 관련 조사 및 연구에서 활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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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MICE산업분류 구축 내용

핵심 MICE산업1

정의

○ 핵심 MICE산업은 ‘MICE산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중분류 
MICE관련 기획업, MICE관련 시설업, 인센티브 여행업을 포함함. UNWTO의 MICE산업 경
제 활동 측면에서의 분류에서 컨벤션뷰로를 제외한 핵심산업과 연계됨
- MICE관련 기획업과 시설업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도 국제회의 시설업, 국제회의 

기획업으로 구분되어 있는 등 MICE산업에서의 핵심산업임
- 4개의 산업 구분 측면에서 인센티브산업도 핵심 MICE산업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므

로, 인센티브산업에서 핵심으로 판단되는 인센티브 여행업을 중분류로 추가함
- 핵심 MICE산업은 참가 형태별로는 모두 공급 측면의 주최자에 해당함

MICE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핵심 MICE산업

MICE관련 기획업 회의 기획업
전시 기획업

MICE관련 시설업
MICE관련 전문 시설업

MICE관련호텔 및 리조트 시설업
MICE관련 대학 시설업
MICE관련 기타 시설업

인센티브 여행업 인센티브 여행업

<표 4-3> MICE산업분류 핵심 MICE산업

세부 분류

○ MICE관련 기획업은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ㆍ조직하는 산업활동’으로, 회의 기
획업과 전시 기획업으로 분류함. 회의 기획업과 전시 기획업은 병행하고 있는 사업체가 증가
하고는 있으나, 실제 업무상으로는 차이가 있어 구분하였으며, 두 산업을 병행하고 있는 사업
체의 경우에는 산업별 비중으로 조사되어야 함
- 회의 기획업은 ‘각종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 조직 또는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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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 감리 등에 관한 전반
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
성하는 사업체가 포함되며,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함. 회의 기획업은 일반적
으로 이야기하는 PCO를 의미하며, 산업 구분으로는 미팅과 컨벤션에 해당함

- 전시 기획업은 ‘전시회 및 전시회 관련 업무를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시장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 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사업체가 포함되며, 전시회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함. 전시 기획업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PEO를 의미하며, 산업 구분으로는 전시와 컨벤션에 해당함. 이는 컨벤션 산업
의 정의상 부수적으로 전시회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임

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참가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참가자 주최자
핵심

MICE산업 MICE관련 기획업 회의 기획업 O O O
전시 기획업 O O O

<표 4-4> 핵심 MICE산업 중분류 MICE관련 기획업

○ MICE관련 시설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전문적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 MICE관련 전문 시설업, MICE관
련 호텔 및 리조트 시설업, MICE관련 대학 시설업, 그 외 기타 MICE관련 시설업으로 분류함. 
MICE관련 시설업의 소분류는 모두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의 모든 산업 구분에 해당됨
- MICE관련 전문 시설업은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및 

전시 장소를 전문으로 임대하는 산업’으로 코엑스, 킨텍스, 벡스코 등의 사업체가 해당됨
- MICE관련 호텔 및 리조트 시설업은 ‘호텔 및 리조트에 부속된 회의, 전시 및 이벤트 시설

을 임대하는 산업’으로, 회의시설을 보유한 호텔 및 리조트가 해당됨
- MICE관련 대학 시설업은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에 부속된 회의, 전시 및 이벤트 시설을 

임대하는 산업’으로『MICE 산업통계 조사ㆍ연구』에서의 MICE관련 시설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UNWTO의 MICE산업 경제 활동 측면에서의 분류에는 시설업에 대학시설이 포함되
어 있어 이를 반영함. 대학 시설업에는 회의실 사용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일반 강의실은 제
외하며, 일반적으로 사용 대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회의 시설을 보유한 대학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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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기타 MICE관련 시설업은 ‘전문시설업, 호텔 및 리조트 시설업, 대학 시설업을 제외한 
기타 시설 등에서 회의, 전시 및 이벤트 시설을 임대하는 산업’으로『MICE 산업통계 조사
ㆍ연구』를 기준으로 호스텔, 박물관, 미술관, 연수원, 수련원, 상공회의소 내 회의, 전시 및 
이벤트 시설이 포함됨

○ 현재 MICE산업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유니크 베뉴(Unique Venues)’를 주
목할 필요가 있음. MICE산업에서의 유니크 베뉴는 국가와 기관에 따라 정의가 상이하나 전
반적으로 컨벤션 센터 및 호텔 연회장 등 주 회의시설을 벗어난 시설로서 MICE행사가 열리
는 개최국이나 지역에 방문해야만 경험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의미함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니크 베뉴로는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대공원, 정동마루, 

SPC 스퀘어, 삼청각 등이 있으며, 대부분 상시적으로 MICE산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음
- 현재 유니크 베뉴에 대한 명확한 법ㆍ제도적 분류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한 업

종을 포함하고 있어 MICE산업분류에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음. 그러나 향후에 MICE산업에
서의 유니크 베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명확한 분류 기준이 확립된다면 MICE
산업분류에 포함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참가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참가자 주최자

핵심
MICE산업 MICE관련 시설업

MICE관련 전문 시설업 O O O O O
MICE관련

호텔 및 리조트 시설업 O O O O O
MICE관련 대학 시설업 O O O O O
그 외 기타 MICE관련 

시설업 O O O O O

<표 4-5> 핵심 MICE산업 중분류 MICE관련 시설업

○ 중분류 인센티브 여행업은 ‘인센티브 여행을 소비하는 기업, 단체 등을 위하여 여행의 기획, 
여행 프로그램 마케팅 등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수행
하는 산업’으로 소분류도 인센티브 여행업으로 동일함
- 실제 인센티브 여행업만을 수행하는 사업체는 존재하지 않으나, M, I, C, E의 산업 구분적 

측면에서 인센티브 여행업이 핵심 MICE산업으로 분류됨. 인센티브 여행업에는 일반 여행사
가 해당되며, 실제 조사시에는 일반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여행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사되어야 함



MICE산업분류 구축방안 연구

46

MICE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상호의존
MICE산업

식음료서비스업
(* 케이터링 서비스업 및 

MICE관련 시설업 내 
식음료서비스업 제외)

식음료서비스업

쇼핑업
면세점

대형 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표 4-7> MICE산업분류 상호의존 MICE산업

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참가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참가자 주최자
핵심

MICE산업 인센티브 여행업 인센티브 여행업 O O

<표 4-6> 핵심 MICE산업 중분류 인센티브 여행업

상호의존 MICE산업2

정의

○ 상호의존 MICE산업은 ‘MICE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산업’으로, 중분류 식음료서비
스업(케이터링서비스업 및 MICE관련 시설업 내 음식점업 제외), 쇼핑업, 여가 관련 서비스
업, 건설 및 설비 설치 공사업, MICE관련 용품 제조업, 일반 여행업(인센티브 여행업 제외),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등을 포함함
-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MICE산업은 관광산업과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으며, 동반성장을 통해 

큰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MICE 참가자의 부가적인 관광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식음료서비스업, 쇼핑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일반 여행업,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등을 중분류로 추가함. 여기서, 상호의
존 MICE산업에 포함되는 식음료서비스업은 부분 MICE산업에 포함되는 케이터링 서비스업
과 MICE관련 시설업 내 식음료서비스업은 제외하며,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도 핵심 MICE
산업에 포함되는 인센티브 여행업을 제외한 개념임

- 또한, 핵심 MICE산업의 MICE관련 시설업 영위의 바탕이 되고 공사 수요 발생시 경제적으
로 큰 파급 효과를 갖는 건설 및 설비 설치 공사업이 포함되었으며, 부분 MICE산업의 
MICE관련 용품 임대업을 지원하는 MICE관련 용품 제조업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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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념품 소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건설 및 설비 설치 공사업 건설업

설비 설치 공사업
MICE관련 용품 제조업 MICE관련 용품 제조업

일반 여행업
(* 인센티브 여행업 제외) 일반 여행업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여행자 보험업

MICE관련 보험업
환전소

세부 분류

○ 식음료서비스업(케이터링 서비스업 및 MICE관련 시설업 내 식음료서비스업 제외)은 ‘접객
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 제공하는 산업활동(단, 
케이터링 서비스업 및 MICE관련 시설업 내 식음료서비스업은 제외)’으로, 소분류도 식음료
서비스업으로 동일함
- 상호의존 MICE산업에서의 식음료서비스업에는 MICE관련 시설업 외에 있는 한식 음식점, 

중식 음식점, 일식 음식점, 서양식 음식점, 기타 음식점과 주류 및 비알콜 음료 판매사업장 
등이 포함되며, 산업구분으로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모두에 해당함

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참가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참가자 주최자

상호의존
MICE산업

식음료서비스업
(* 케이터링 서비스업 
및 MICE관련 시설업 
내 식음료서비스업 

제외)
식음료서비스업 O O O O O

<표 4-8> 상호의존 MICE산업 중분류 식음료서비스업

○ 쇼핑업은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면세점, 
대형 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기념품 소매업 등으로 분류함. 쇼핑업의 경우도 
식음료서비스업과 동일하게 산업 구분으로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모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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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점은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소비세, 주세, 수입
품 관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공항ㆍ항만 면세점, 시내 면세점, 내국인 
면세점 등을 포함함

- 대형 종합 소매업은 ‘단일 경영체제하에 대형매장(3.000제곱미터 이상)을 갖추고 주된 취급
품목 없이 식료품, 가구, 가전제품, 의류, 서적, 귀금속, 의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
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백화점, 대형 종합할인점, 대형 종합소매점, 대형 아울렛, 
대형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등이 해당됨

-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은 ‘단일경영 주체가 일정한 매장(3,000제곱미터 미만)을 갖추고 
음식료품 위주로 각종 생활잡화 등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구체적으로 슈퍼
마켓, 중형 종합 할인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음식료품 및 생활 잡화 소매점 등
이 해당됨

- 기념품 소매업은 ‘각종 기념품, 관광민예품 및 장식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MICE 
기념품 소매 등의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의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소매하는 산업도 포함하고 있음

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참가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참가자 주최자

상호의존
MICE산업 쇼핑업

면세점 O O O O O
대형 종합 소매업 O O O O O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O O O O O
기념품 소매업 O O O O O

<표 4-9> 상호의존 MICE산업 중분류 쇼핑업

○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창작, 예술, 여가,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시설을 갖추고 이를 운영하여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함.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소분류는 앞서 살펴본 식음료서비
스업, 쇼핑업과 동일하게 MICE산업의 세부 4개 산업에 모두 해당됨
-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공연시설, 박물관, 사적지 운영 등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산업활동’으로, 공연시설, 박물관 등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시설 운영 등을 포함함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실내ㆍ외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 운영 등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 산업활동’으로, 실내ㆍ외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 등의 운영 및 오락관련 시설 
운영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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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참가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참가자 주최자

상호의존 
MICE산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O O O O O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O O O O O

<표 4-10> 상호의존 MICE산업 중분류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건설 및 설비 설치 공사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
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전문적으로 건설하거나 해당 시설물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건물 설비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건설
업, 설비 설치 공사업 등으로 분류함. 건설 및 설비설치 공사업은 상시적인 수요를 갖지는 
않으나 MICE 전문 시설을 확충하고자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
고 있으며, 수요 발생 시 대규모 파급효과를 야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건설 및 설비 설치 
공사업은 MICE관련 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산업으로 소분류는 모두 여행활동이 중심인 
인센티브를 제외한 미팅, 컨벤션, 전시 등에 해당함
- 건설업은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을 위한 건물 건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국제회의장, 전시회장, 컨벤션센터 등 MICE관련 시설 건설을 포함함
- 설비 설치 공사업은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을 위한 건물의 상수도, 하수도, 

가스 배관시스템, 냉ㆍ난방시스템, 엘리베이터 등 건물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건물 설비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보일러 공사, 환기시설 공
사, 건물 하수시설 공사, 음향 조경공사, 옥외 모형 장식물 설치공사 등이 해당됨

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참가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참가자 주최자

상호의존
MICE산업

건설 및 설비 설치 
공사업

건설업 O O O O
설비 설치 공사업 O O O O

<표 4-11> 상호의존 MICE산업 중분류 건설 및 설비 설치 공사업

○ MICE관련 용품 제조업은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에 사용되는 각종 사무가구, 
사무용품과 영상장비, 음향장비 등의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소분류도 MICE관
련 용품 제조업으로 동일함
- MICE관련 용품 제조업은 부분 MICE산업의 MICE관련 용품 임대업에 해당하는 용품을 제

조하는 산업으로 각종 사무가구, 사무용품과 영상장비, 음향장비 등의 기계장비, 기본부스 
모듈, 카펫, 무대장치용 목재 판넬 등의 제조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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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참가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참가자 주최자

상호의존
MICE산업

MICE관련 용품 
제조업 MICE관련 용품 제조업 O O O O

<표 4-12> 상호의존 MICE산업 중분류 MICE관련 용품 제조업

○ 일반 여행업은 ‘국내ㆍ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소분류도 일반 
여행업으로 동일함. 일반 여행업은 핵심 MICE산업에 포함되는 인센티브 여행업을 제외한 개
념으로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행사 등의 사전사후 개별 관광활동을 지원하고 동반성
장하는 산업분야를 의미함
- 일반 여행업은 일반 여행사, 관광 안내소,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숙박 예약대리 등을 

포함하며, 산업구분으로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모두에 해당함

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참가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참가자 주최자

상호의존
MICE산업

일반 여행업
(* 인센티브 
여행업 제외)

일반 여행업 O O O O O

<표 4-13> 상호의존 MICE산업 중분류 일반 여행업

○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은 ‘MICE 주최자, 참가업체 및 참관객을 대상으로 MICE 행사 과정 및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손해에 대한 보험 업무를 수행하거나 외환 교환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산업활동’으로, 여행자 보험업, MICE관련 보험업, 환전소 등으로 분류함
- 여행자 보험업은 ‘여행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화재, 도난 및 사

고에 따른 여객ㆍ화물 및 기타 재산 손해에 대한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여
행자 보험을 포함함. 산업구분으로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모두에 해당함

- MICE관련 보험업은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을 위하여 장비 및 전시품의 포
장, 운송, 보관, 설치, 전시 등의 전 과정에서의 파손 및 도난과 사고에 따른 참가자 상해에 
대한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참가자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MICE 주최자 
및 전문 시설업자의 의무적인 MICE관련 보험 가입이 권장되고 있음. 영업배상책임보험, 제
조물배상책임보험, 동산종합보험, 단체 상해보험 등을 포함함. 산업구분으로는 대규모 참관
객이 발생하며, 장비 및 전시품에 대한 파손 우려가 높은 컨벤션, 전시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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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부분
MICE산업

숙박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일반 관광 숙박업

MICE관련 식음료서비스업 케이터링 서비스업
MICE관련 시설업 내 식음료서비스업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육상 화물 운송업
수상 여객 운송업
수상 화물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표 4-15> MICE산업분류 부분 MICE산업

- 환전소는 ‘은행을 위해 외환 교환 서비스와 같은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함

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참가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참가자 주최자

상호의존
MICE산업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여행자 보험업 O O O O O O
MICE관련 보험업 O O O

환전소 O O O O O

<표 4-14> 상호의존 MICE산업 중분류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부분 MICE산업3

정의

○ 부분 MICE산업은 ‘부분적으로 MICE산업에 관여하는 산업’으로, 중분류 숙박업, MICE관련 
식음료서비스업, 운송업, MICE관련 운영서비스업, MICE관련 기술서비스업, MICE관련 용
품 임대업, 광고 및 홍보업, 인쇄업 등을 포함함
- 부분 MICE산업은 MICE의 유치ㆍ기획ㆍ운영 등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핵심 MICE산업에 

준하는 필수적인 산업임
- UNWTO MICE산업 경제 활동 측면에서의 분류에서의 확장산업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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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통관 서비스업

MICE관련 운영서비스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사진 및 영상 촬영업

MICE관련 인력 서비스업
이벤트 및 공연기획업

매표대행업
MICE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MICE관련 기술서비스업
MICE관련 디자인업

조형물 및 부스 설치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

폐기물 처리업
MICE관련 용품 임대업 MICE관련 용품 임대업

광고 및 홍보업 광고 및 홍보업
인쇄업 인쇄업

세부 분류

○ 숙박업은 ‘MICE 참가자를 대상으로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을 주로 단기(통상 이용 일수에 따
라 계약)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일반 관광 숙박업 등으로 분류
함. 단기 체류지에서의 숙박활동은 방문 목적 및 형태와 무관하게 필연적인 것으로써 숙박업
의 소분류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산업 모두에 해당함
- 호텔업은 ‘일반적으로 안내서비스(데스크 서비스), 식사(룸서비스)ㆍ세탁ㆍ통역 등 개별봉

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연ㆍ회의, 오락ㆍ스포츠, 주류 및 상품 판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2종 이상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관광호텔, 소형호텔, 한국전통호텔, 
의료관광일반호텔, 수상관광호텔 등을 포함함

-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약정에 의하여 이용권을 획득한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숙박시
설로서 여유 객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도 하는 산업활동’으로, 회원제 숙박시설 
운영,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 특정 단체 전용 휴양시설 운영, 가족호텔 등이 해당됨

- 일반 관광 숙박업은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을 운영
하는 산업활동’으로, 여관, 모텔, 호스텔 운영, 숙박용 펜션 운영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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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참가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참가자 주최자

부분
MICE산업

MICE관련 
식음료서비스업

케이터링 서비스업 O O O O O
MICE관련 시설업 내 

식음료서비스업 O O O O O O

<표 4-17> 부분 MICE산업 중분류 MICE관련 식음료서비스업

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참가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참가자 주최자

부분
MICE산업 숙박업

호텔업 O O O O O
휴양콘도미니엄업 O O O O O
일반 관광 숙박업 O O O O O

<표 4-16> 부분 MICE산업 중분류 숙박업

○ MICE관련 식음료서비스업은 ‘MICE 참가자를 대상으로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출장하여 주
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MICE관련 시설 구내에서 직접 소비
할 수 있도록 음식,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를 조리ㆍ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함. 케이터
링 서비스업, MICE관련 시설업내 식음료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며, 4개 산업 모두에에 해당함
- MICE 행사 참가자들은 행사기간 중 필연적으로 식음료서비스업장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섭

취하게 됨. 특히, MICE관련 시설 구내에 위치한 식음료서비스업장은 행사 진행 중 주로 이
용하게 되므로, MICE관련 시설업 외 식음료서비스업장을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 보다 MICE
행사와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MICE관련 시설업 내 식음료서비스업을 케이터링 서비스업과 함께 부분 MICE산업
의 MICE관련 식음료서비스업으로 분류하여 상호의존 MICE산업의 식음료서비스업과 구분
하여 살펴 볼 수 있도록 함

- 케이터링 서비스업은 ‘MICE행사에 수반되는 파티, 오찬, 연회 등의 행사에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출장하여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출장 음식서비스, 출장 
뷔페서비스 등이 해당됨

- MICE관련 시설업 내 식음료서비스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MICE관련 시설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및 접객
시설을 갖추고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MICE 시설 내 한식 음식
점, 중식 음식점, 일식 음식점, 서양식 음식점, 기타 음식점과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 판매 
사업장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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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업은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해상 및 항공 등으로 MICE 참가
자 및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 운송에 관련된 대리 또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
로, 육상 여객 운송업, 육상 화물 운송업, 수상 여객 운송업, 수상 화물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 화물 운송업, 통관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함
- 여객 운송업의 경우에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의 MICE산업의 세부 모든 산업이 포

함되며, 화물 운송업과 통관서비스업은 전시장비, 전시품 등 화물의 운송을 지원하는 서비
스로 컨벤션, 전시산업 등에 해당함

- 육상 여객 운송업은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육상 운송장비로 여객을 운송하
는 산업활동’으로, 철도 운송, 지하철 운송, 시내버스 운송, 고속버스 운송, 택시 운송을 포
함하며, 육상 화물 운송업은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육상 운송장비로 전시장
비, 전시품 등의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 화물 전용 철도 운송, 화물 자동차, 택배 
서비스, 지역 내 소화물 배달 등을 포함함

- 수상 여객 운송업은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수상 운송장비로 여객을 운송하
는 산업활동’으로, 내ㆍ외항 여객 운송이, 수상 화물 운송업은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수상 운송장비로 전시장비, 전시품 등의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으로, 내ㆍ외항 
화물 운송, 외항 컨테이너 선박 운송 등이 해당됨

- 항공 여객 운송업은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전시장비, 전시품 등 국내ㆍ외 항공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항공 화물 운송업은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전시장
비, 전시품 등 국내ㆍ외 항공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함

- 통관 서비스업은 ‘화물운송 주선, 통관업무 대리, 선박 및 항공기 임대 사용중개, 화물포장 
및 검수 등 화물운송에 관련된 대리 또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화물운송 
주선, 통관업무 대리, 선박 및 항공기 임대 사용중개, 화물포장 및 검수 등을 포함함

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참가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참가자 주최자

부분
MICE산업 운송업

육상 여객 운송업 O O O O O O
육상 화물 운송업 O O O O
수상 여객 운송업 O O O O O O
수상 화물 운송업 O O O O
항공 여객 운송업 O O O O O O
항공 화물 운송업 O O O O

통관 서비스업 O O O O

<표 4-18> 부분 MICE산업 중분류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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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E관련 운영서비스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
사 등의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용역 및 서비스’로,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사진 및 영상 촬
영업, MICE관련 인력 서비스업, 이벤트 및 공연기획업, 매표대행업, MICE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함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은 ‘번역, 통역 및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번역 서비

스, 통역 서비스 등을 포함함. 산업구분으로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모두에 해당함
- 사진 및 영상 촬영업은 ‘MICE 행사 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하고,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

션 행사 등의 사진 및 비디오 등 영상을 촬영하는 산업활동’으로,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
벤션 행사 등의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포함함. 산업구분으로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모두에 해당함

- MICE관련 인력 서비스업은 ‘MICE 행사에 수반되는 고용에 관련된 인적사항 조사, 구인 조
회 등 알선활동을 수행하거나 자기관리 아래 노동인력을 확보하고 특정 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을 체결, 그 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
접 받아 그 피고용자에게 자기가 직접 급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인력을 공급하는 산업활동. 
또한, MICE 시설 등에서 경계ㆍ재산보호 및 도난을 방지하거나, 주요 인사에 대한 의전활
동을 수행하고, 행사의 진행을 원활히 하는 활동 등을 포함하는 산업활동’으로, 경호 서비
스, 의전 서비스,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및 컨벤션 행사 진행 인력 등을 포함함. 산업구분으
로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모두에 해당함

- 이벤트 및 공연기획업은 ‘MICE 행사에 수반되는 공연ㆍ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
는 산업활동’으로, 공연ㆍ예술행사 기획, 조직 및 관리를 포함함. 특히, MICE 행사는 개별 
산업군 간 경계를 허무는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사의 형태 
및 규모에 구애됨 없이 이벤트 및 공연의 활용이 강화되는 추세임. 산업구분으로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모두에 해당함

- 매표대행업은 ‘전시 및 이벤트의 입장권 판매를 대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전시 및 이벤트 입장
권 판매 대행을 포함함. 산업구분으로는 대규모 유료 참관객이 발생하는 전시산업에 해당함

- MICE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은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의 전문적
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화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서비스하는 산업활동’으로,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록시스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및 국제회의 진행 시스템 등을 포함함. ICT의 발전을 기반으로 MICE관련 소
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은 인쇄물 없는 컨벤션, 스마트 회의 시스템 구축 등의 혁신을 
이끌어내며 향후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산업구분으로는 미팅과 인센티브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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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컨벤션, 전시 등에 해당함

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참가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참가자 주최자

부분
MICE산업

MICE관련 
운영서비스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O O O O O
사진 및 영상 촬영업 O O O O O

MICE관련 인력 서비스업 O O O O O
이벤트 및 공연기획업 O O O O O

매표대행업 O O
MICE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O O O

<표 4-19> 부분 MICE산업 중분류 MICE관련 운영서비스업

○ MICE관련 기술서비스업은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
사 등의 개최 과정에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용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MICE
관련 디자인업, 조형물 및 부스 설치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 폐기물 처리업 등으로 분류함. 
MICE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전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업으로 산업 구분을 살펴보면, 전시
와 전시가 동반될 수 있는 컨벤션이 해당함
- MICE관련 디자인업은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의 실내공간 구성, MICE관련 

시각전달 매체를 기획ㆍ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및 컨벤션 
행사 실내장식 디자인, MICE 행사 로고 디자인, MICE 행사 캐릭터 디자인 등을 포함함

- 조형물 및 부스 설치업은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MICE 시설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필요한 카
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실내 장식공사 등을 수행하여 조형물 및 부스를 설치하는 산업활
동’으로, 목공물 부착공사, 벽면 목공사, 나무 및 금속 결합 실내 장식공사 등을 포함함

- 전기 및 통신 공사업은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의 실내공간을 구성하는데 필
요한 전기 및 통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건물 전기 배선공사, 통신 케
이블 공사, 구내 정보통신(LAN) 공사 등을 포함함

- 폐기물 처리업은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무해 폐기물(지정 외 
폐기물) 및 유해 폐기물(지정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산업활동’으로, 전시 부스, 무대장치 
등의 철거물 및 기타 폐기물의 처리 등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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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참가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참가자 주최자

부분
MICE산업

MICE관련 
기술서비스업

MICE관련 디자인업 O O O
조형물 및 부스 설치업 O O O
전기 및 통신 공사업 O O O

폐기물 처리업 O O O

<표 4-20> 부분 MICE산업 중분류 MICE관련 기술서비스업

○ MICE관련 용품 임대업은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에 사용되는 각종 사무가구, 
사무용품과 영상장비, 음향장비 등의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 소분류도 MICE관
련 용품 임대업으로 동일함
- MICE관련 용품 임대업은 사무가구, 사무용품, 영상장비, 음향장비 등의 임대를 포함하며, 

산업구분으로는 여행활동이 중심이 되는 인센티브를 제외한 미팅, 컨벤션, 전시 등에 해당함

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참가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참가자 주최자
부분

MICE산업
MICE관련 용품 

임대업 MICE관련 용품 임대업 O O O O O

<표 4-21> 부분 MICE산업 중분류 MICE관련 용품 임대업

○ 광고 및 홍보업은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과 관련하여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
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
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
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소분류도 광고 및 홍보업으로 동일함
- 광고 및 홍보업은 텔레비전 광고 대행, 옥외 전시광고, 신문사 광고지면 판매 대리, 광고물 

배포, 우편 광고물 배포, 광고물 배포 대리, PR 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산업구분으로는 미팅
과 인센티브를 제외한 컨벤션, 전시에 해당함

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참가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참가자 주최자
부분

MICE산업 광고 및 홍보업 광고 및 홍보업 O O O O

<표 4-22> 부분 MICE산업 중분류 광고 및 홍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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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업은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과 관련하여 각종 출판물 및 인쇄물을 각종 
제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과 인쇄용 원판 제작, 제책 및 인쇄물 가공처리 등을 수
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소분류도 인쇄업으로 동일함
- 인쇄업은 팜플렛, 프로시딩, 회의자료 인쇄, 인쇄물 가공 등을 포함하며, 산업구분으로는 인

센티브를 제외한  미팅, 컨벤션, 전시 등에 해당함

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참가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참가자 주최자
부분

MICE산업 인쇄업 인쇄업 O O O O O

<표 4-23> 부분 MICE산업 중분류 인쇄업

MICE 지원산업4

정의

○ MICE 지원산업은 ‘MICE산업을 지원 및 증진하는 산업’으로, 중분류 MICE관련 단체를 포함함
- MICE 지원산업은 MICE 행사의 유치ㆍ기획ㆍ운영 등의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산업 주체가 

원활한 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당부분 공공
성을 나타냄

MICE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ICE 지원산업 MICE관련 단체
컨벤션뷰로

MICE관련 행정기관
그 외 기타 MICE관련 단체

<표 4-24> MICE산업분류 MICE 지원산업

세부 분류

○ MICE관련 단체는 ‘MICE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유치, 개최, 
홍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컨벤션뷰로, MICE관련 행정기관, 그 외 기타 MICE관
련 단체 등으로 분류함. 컨벤션뷰로는 UNWTO의 MICE산업 경제 활동 측면에서의 분류상 
핵심산업(Core Industry)에 해당되고 그 기능적인 면에서 MICE산업 진흥에 필수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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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나, 주로 비영리 기관으로서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이에, 통계 작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등 산업분류 체계의 목적을 고려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반영하여 컨벤션뷰로를 MICE 지원 산업으로 분류하였음. MICE관련 단체의 소분류
는 산업 구분으로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모두에 해당함
- 컨벤션뷰로는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and Exhibitions)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컨벤션 목적 지역을 알리기 위한 해외 마케팅과 홍
보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MICE 이벤트에 대해서 유치, 개최, 홍보 지원서비스를 제
공하고, 컨벤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하고, 지원을 확대하
며, MICE산업 전체를 활성화 시켜나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임

- 컨벤션뷰로는 한국관광공사, 서울관광마케팅, 부산관광공사, 대구컨벤션뷰로, 인천관광공사,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대전마케팅공사, 경기관광공사, 강원컨벤션뷰로, 경남컨벤션뷰로, 제
주컨벤션뷰로 등을 포함함

- MICE관련 행정기관은 ‘MICE관련 정책 등을 수립, 수행하는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
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기초ㆍ광역자치단체) 등을 포함함. 각 지방자치단체는 컨벤션
뷰로를 통하여 MICE산업을 지원하기도 하나 그 외에도 직접 담당조직(인력)을 두고 MICE
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그 외 기타 MICE관련 단체는 ‘MICE산업을 지원 및 진흥하는 관련 단체 중 컨벤션뷰로, 
MICE관련 행정기관을 제외한 단체’로, 한국MICE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PCO협회, 한국
무역협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을 포함함

MICE산업분류 산업 구분 참가 형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M I C E 참가자 주최자

MICE 
지원산업 MICE관련 단체

컨벤션뷰로 O O O O
MICE관련 행정기관 O O O O

그 외 기타 MICE관련 
단체 O O O O

<표 4-25> MICE 지원산업 중분류 MICE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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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  론

○ MICE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표준산업분류와 같이 국제적 비교가 용이한 표준
화된 분류체계 활용이 필요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별도의 MICE산업에 대한 분류가 없
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MICE산업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 가능
한 산업분류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더 나아가 산업특수분류로 승인이 가능하
도록 작성하여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함

○ MICE산업 정의는 MICE와 관련한 법제적 정의 및 각각의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 MICE산업은 하나의 산업이면서도 각각의 특성을 지닌 4개의 산업군이 합쳐져 있는 산업으

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 각각에 대
한 산업을 정의함. 전체 MICE산업은 이를 모두 포괄하는 산업으로써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을 직간접적으로 유치/기획/운영/진행/지원하는 산
업으로 정의함

- MICE산업 전체에 대한 정의는 MICE산업분류의 전체적인 구축 방향과 MICE산업 포괄범위
를 설정하는데 기준이 되며, M, I, C, E 각각에 대한 산업 정의는 MICE산업분류의 세부 
산업을 구분하는데 활용함

○ 또한 국내ㆍ외 MICE산업 분류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UNWTO 권고안의 준용 및 한국표준산
업분류와의 연계를 통한 국가 간 비교 용이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함

○ MICE산업분류는 핵심 MICE산업을 중심으로 MICE산업에 대한 기여도와 역할에 따라 대분
류를 4개로 구분함
- MICE산업분류에서 ‘핵심 MICE산업’은 MICE산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산

업, ‘상호의존 MICE산업’은 MICE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산업, ‘부분 MICE산업’은 
부분적으로 MICE산업에 관여하는 산업, ‘MICE 지원산업’은 MICE산업을 지원 및 증진하는 
산업으로 정의함

- 이는 MICE산업 경제 활동 측면을 핵심산업(Core Meeting Industry)과 확장산업(Ext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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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으로 구분한 UNWTO의 MICE산업 경제 활동 측면에서의 분류보다 세분화된 
분류로 UNWTO의 분류와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함

○ MICE는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이외에도 숙박, 식음료, 운송, 관광 등이 융복
합 된 산업임. 이런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파급효과 분석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MICE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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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  언

MICE산업분류의 활용성 제고 방안

○ MICE산업분류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체 DB 구축 및 업데이트가 
필요함
- 실제 MICE산업의 분류체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업분류의 범위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

는 사업체 리스트 DB를 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사업체 리스트는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전국사업체기초통

계조사’ 자료가 유일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자료를 받아야 함
- MICE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정보를 DB로 구축하고, 매년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면 MICE산

업의 규모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산업분류에 대한 활용의 범위는 매우 커질 것임
○ 본 연구에서는 구축된 MICE산업분류를 바탕으로 MICE산업 표본틀을 구축하였으나, 향후 

조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표본틀을 정밀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조사에서는 표본틀 구축에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MICE산업 표본틀 역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기본으로 함
- 하지만, MICE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MICE산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체보다는 타 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면서 MICE산업을 일부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가 대부분으로 MICE산업과 관련
된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움

- 따라서, 구축된 표본틀을 처음 적용할 때에는 MICE산업 영위 사업체 여부, MICE산업 영위 
비중 등을 조사하여 먼저 표본틀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하며, 표본틀을 활용한 조사 결과
(업종 변경, 폐업 여부, 연락처 변경 등)를 다시 표본틀에 반영함으로써 표본틀을 정밀화 하
도록 함

- 또한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만으로 MICE산업 해당 분류의 사업체를 선별하기 어렵거나, 
해당 분류의 사업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MICE관련 전문 시설업(코엑스, 킨텍스, 벡스
코 등) 등은 2차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MICE산업분류의 활용성의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류체계와 연계 작업이 필요함
- MICE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가 되어 있어 다양한 분류체계와 쉽게 연계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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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상품 분류를 위해서는 ‘한국재화 및 서비스분류(KCPC)’와 연계가 필요하며, 수출
입관련 자료(data)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HS CODE(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와 연계가 필요함

-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의 연계가 절대적임

향후 연구과제

○ MICE산업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연계되는 다양한 분류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통계작성
체계 구축방안이 필요함
-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분류체계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분류별 또는 차원별로 통계가 산

출될 수 있도록 함
○ 빅데이터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 작성방안 연구 등의 추가적인 연구도 함께 고려함

- 현재 조사를 통해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조사체계 변화에 따라 값의 변동이 커질 수 있음
- 빅데이터나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는 시스템상으로 구축되는 통계이므로 체계적인 데이터

를 활용할 수 있어 구축방안이 마련된다면 일관성 있는 통계 생산이 가능함
- MICE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모와 현황은 통계청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정확한 통계

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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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MICE산업
MICE산업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1 MICE관련 기획업
각종 전시회,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101 회의 기획업
각종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 조직 또는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 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 국제회의 기획 · 컨벤션 행사 기획

<제 외>
 · 컨벤션장 임대

10101 전시 기획업
전시회 및 전시회 관련 업무를 기획·개최 및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시장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 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 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전시
회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예 시>
 · 산업박람회 기획  · 전시시설 기획 및 연출

<제 외>
 · 전시회장 임대

102 MICE관련 시설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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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201 MICE관련 전문 시설업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하여 회의 및 전시 장소를 전문으로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회의장 임대  · 전시회장 임대
 · 컨벤션장 임대  · 이벤트 시설 임대

10202 MICE관련 호텔 및 리조트 시설업
호텔 및 리조트에 부속된 회의, 전시 및 이벤트 시설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호텔 부속 회의, 전시 및 이벤트 시설  · 휴양콘도 부속 회의, 전시 및 이벤트 시설

<제 외>
 · 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숙박시설만을 임대하는 활동은 제외

10203 MICE관련 대학 시설업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에 부속된 회의, 전시 및 이벤트 시설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전문대학 부속 회의, 전시 및 이벤트 시설  · 대학교 부속 회의, 전시 및 이벤트 시설
 · 대학원 부속 회의, 전시 및 이벤트 시설

10299 그 외 기타 MICE관련 시설업
MICE관련 전문시설업, 호텔 및 리조트 시설업, 대학시설업을 제외한 기타 시설 등에서 회의, 
전시 및 이벤트 시설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호스텔 내 회의, 전시 및 이벤트 시설  · 연수원 내 회의, 전시 및 이벤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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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물관 내 회의, 전시 및 이벤트 시설  · 수련원 내 회의, 전시 및 이벤트 시설
 · 미술관 내 회의, 전시 및 이벤트 시설  · 상공회의소 내 회의, 전시 및 이벤트 시설

103 인센티브 여행업
인센티브 여행을 소비하는 기업, 단체 등을 위하여 여행의 기획, 여행 프로그램 마케팅 등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300 인센티브 여행업
인센티브 여행을 소비하는 기업, 단체 등을 위하여 여행의 기획, 여행프로그램 마케팅 등 각종 
여행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여행지원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일반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여행 관련 서비스
 · 인센티브 여행의 숙박 예약대리
 · 인센티브 여행의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2 상호의존 MICE산업
MICE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01 식음료서비스업(* 케이터링 서비스업 및 MICE관련 시설업 내 식음료서비스업 제외)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
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단, 케이터링 서비스업 및 MICE관련 시설업 내 식음료서비스업은 제외한다.

20100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
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단, 케이터링 서비스업 및 MICE관련 시설업 내 식음료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예 시>
 · 한식 음식점  · 서양식 음식점
 · 중식 음식점  · 기타 음식점
 · 일식 음식점  ·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 판매 사업장

<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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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음식 서비스
 · 회사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약정  
    기간 동안 운송ㆍ공급하는 경우
 · 접객시설 없이 빵, 케이크 등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
 · 무도장 및 콜라텍 운영
 · MICE관련 시설업 내 식음료서비스업

202 쇼핑업
개인 및 소비용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관광객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0201 면세점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여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소비세, 주세, 수입품 관세 등)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매장 면적과 관계없이 공항, 항만 면세점, 시내 면세점, 
내국인 면세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 시>
 · 공항ㆍ항만 면세점  · 내국인 면세점
 · 시내 면세점

20202 대형 종합 소매업
단일 경영체제하에 대형매장(3,000제곱미터 이상)을 갖추고 주된 취급품목 없이 식료품, 가구, 
가전제품, 의류, 서적, 귀금속, 의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

<예 시>
 · 백화점  · 대형 아울렛
 · 대형 종합할인점  · 대형 쇼핑센터
 · 대형 종합소매점  · 복합 쇼핑몰

<제 외>
 · 대형 면세점

20203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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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경영 주체가 일정한 매장(3.000제곱미터 미만)을 갖추고 음식료품 위주로 각종 생활잡화 
등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슈퍼마켓  · 편의점
 · 중형 종합 할인점  · 음식료품 및 생활잡화 소매점
 · 기업형 슈퍼마켓(SSM)

20204 기념품 소매업
각종 기념품, 관광민예품 및 장식용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의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 기념품 및 기념메달 소매  · MICE 기념품 소매
 · 선물가게

203 여가 관련 서비스업
창작, 예술, 여가,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시설을 갖추고 이를 운영하여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030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시설, 박물관, 사적지 운영 등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공연시설  · 사적지
 · 박물관

2030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실내ㆍ외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 운영 등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실내ㆍ외 경기장  · 스키장
 · 골프장



MICE산업분류 구축방안 연구

74

204 건설 및 설비 설치 공사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전문적으로 건설하거나 해당 시설물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건물 
설비 설치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0401 건설업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을 위한 건물 건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MICE관련 시설 건설

20402 설비 설치 공사업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을 위한 건물의 상수도, 하수도, 가스 배관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엘리베이터 등 건물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각종 건물 설비 설치공사를 전문
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보일러 공사  · 음향 조절공사
 · 환기시설 공사  · 옥외 모형 장식물 설치 공사
 · 건물 하수시설 공사

<제 외>
 · 배관공사와 분리된 함석 및 판금공사
 · 토목성격의 상ㆍ하수도 배관공사
 · 건축물 관련 전기공사 및 통신장비 설치공사
 · 철골, 철강재 구조물 설치 공사

205 MICE관련 용품 제조업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에 사용되는 각종 사무가구, 사무용품과 영상장비, 음향장
비 등의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0500 MICE관련 용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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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에 사용되는 각종 사무가구, 사무용품과 영상장비, 음향장
비 등의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사무가구  · 기본부스 모듈
 · 사무용품  · 카펫
 · 영상장비  · 무대장치용 목재 판넬
 · 음향장비

206 일반 여행업(* 인센티브 여행업 제외)
국내ㆍ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
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단 인센티브 여행업은 제외한다.

20600 일반 여행업
국내ㆍ외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관련 시설 이용의 알선, 여행에 관한 안내, 계약체
결의 대리 및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단 인센티브 여행업은 제외한다.

<예 시>
 · 일반여행사  · 여행자 가이드(안내) 서비스
 · 관광 안내소  · 숙박 예약대리

207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MICE 주최자, 참가업체 및 참관객을 대상으로 MICE 행사 과정 및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수행하거나 외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0701 여행자 보험업
여행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화재, 도난 및 사고에 따른 여객·화물 
및 기타 재산 손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여행자 보험

20702 MICE관련 보험업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을 위하여 장비 및 전시품의 포장, 운송, 보관, 설치,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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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전과정에서의 파손 및 도난과 사고에 따른 참가자 상해에 대한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영업배상책임보험  · 동산종합보험
 · 제조물배상책임보험  · 단체상해보험

20703 환전소
은행을 위해 외환 교환 서비스와 같은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환전소

3 부분 MICE산업
부분적으로 MICE산업에 관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01 숙박업(* MICE관련 시설업 제외)
MICE 참가자를 대상으로 각종 형태의 숙박시설을 주로 단기(통상 이용 일수에 따라 계약) 제공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0101 호텔업
일반적으로 안내서비스(데스크 서비스), 식사(룸서비스)·세탁·통역 등 개별봉사 서비스를 제공
하고, 공연ㆍ회의, 오락·스포츠, 주류 및 상품 판매 등의 관련 부대시설을 2종 이상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관광호텔  · 의료관광일반호텔
 · 소형호텔  · 수상관광호텔
 · 한국전통호텔

<제 외>
 · 가족호텔업  · 호스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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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2 휴양콘도미니엄업
약정에 의하여 이용권을 획득한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숙박시설로서 여유 객실은 일반
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스키장이나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 회원제 숙박시설 운영  · 특정 단체 전용 휴양시설 운영
 · 회원용 콘도미니엄 운영  · 가족호텔

<제 외>
 · 각종 휴양, 오락, 여가시설을 주로 운영하면서 숙박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해당되는  
    여가 관련 산업활동으로 분류

30103 일반 관광 숙박업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호텔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없거나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 시>
 · 여관  · 호스텔 운영
 · 모텔  · 숙박용 펜션 운영

302 MICE관련 식음료서비스업
MICE 참가자를 대상으로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출장하여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거
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MICE관련 시설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를 조리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0201 케이터링 서비스업
MICE 행사에 수반되는 파티, 오찬, 연회 등의 행사에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출장하여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출장 음식서비스  · 출장 뷔페서비스

30202 MICE관련 시설업 내 식음료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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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객시설을 갖추고 MICE관련 시설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접객시설을 갖추고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 MICE 시설 내 한식 음식점  · MICE 시설 내 중식 음식점
 · MICE 시설 내 일식 음식점  · MICE 시설 내 서양식 음식점
 · MICE 시설 내 기타 음식점  · MICE 시설 내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 판매 사업장

<제 외>
 · 출장음식 서비스
 · 회사 등의 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약정  
    기간 동안 운송ㆍ공급하는 경우
 · 접객시설 없이 빵, 케이크 등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
 · 무도장 및 콜라텍 운영

303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해상 및 항공 등으로 MICE 참가자 및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물 운송에 관련된 대리 또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0301 육상 여객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육상 운송장비로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철도 운송  · 지하철 운송
 · 시내버스 운송  · 고속버스 운송
 · 택시 운송

30302 육상 화물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육상 운송장비로 전시장비, 전시품 등의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화물 전용 철도 운송  · 화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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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서비스  · 지역내 소화물 배달

<제 외>
 · 우편 활동

30303 수상 여객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수상 운송장비로 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외항 여객 운송  · 내항 여객 운송

<제 외>
 · 물놀이 시설에서 오락용 보트 임대

30304 수상 화물 운송업
노선 또는 정기 운송여부를 불문하고 수상 운송장비로 전시장비, 전시품 등의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외항 화물 운송  · 내항 화물 운송
 · 외항 컨테이너 선박 운송

30305 항공 여객 운송업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국내ㆍ외 항공여객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항공여객 운송

30306 항공 화물 운송업
항공기 또는 우주선 등에 의하여 전시장비, 전시품 등 국내ㆍ외 항공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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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
 · 항공 화물 운송

<제 외>
 ·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접 특정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각각 
분류

30307 통관 서비스업
화물운송 주선, 통관업무 대리, 선박 및 항공기 임대 사용중개, 화물포장 및 검수 등 화물운송에 
관련된 대리 또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 화물 운송 주선  · 통관업무 대리
 · 선박 및 항공기 임대 사용 중개  · 화물포장 및 검수

<제 외>
 · 일반상품의 포장  · 계량 서비스

304 MICE관련 운영서비스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의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된 
용역 및 서비스

30401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번역, 통역,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번역 서비스  · 통역 서비스

30402 사진 및 영상 촬영업
MICE 행사 장소에서 인물을 촬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진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
한다.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의 사진 및 비디오 등 영상 촬영 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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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CE 행사 영상 촬영  · MICE 행사 사진 촬영

<제 외>
 · 동전조작식 사진촬영기 운영

30403 MICE관련 인력 서비스업
MICE 행사에 수반되는 고용에 관련된 인적사항 조사, 구인 조회 등 알선활동을 수행하거나 
자기관리 아래 노동인력을 확보하고 특정 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과 고용계약을 체결, 그 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아 그 피고용자에게 자기가 
직접 급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인력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MICE 시설 등에서 경계 
재산 보호 및 도난을 방지하거나, 주요 인사에 대한 의전활동을 수행하고, 행사의 진행을 원활히 
하는 활동 등을 포함한다.

<예 시>
 · 경호 서비스  · 의전 서비스
 · MICE 진행 인력

<제 외>
 · 보험에 관련된 조사 활동
 · 탐정 및 경호를 경찰에서 수행하는 경우
 · 영화 및 기타 공연을 위한 배역 서비스 활동

30404 이벤트 및 공연기획업
MICE행사에 수반되는 공연ㆍ예술 행사를 기획, 조직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공연예술행사 기획, 조직 및 관리

30405 매표대행업
전시 및 이벤트의 입장권 판매를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전시 및 이벤트 입장권 판매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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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6 MICE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
화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서비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MICE행사 등록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서비스
 · 국제회의 진행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제 외>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 패키지형(범용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305 MICE관련 기술서비스업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의 개최 과정에 밀접하게 
관련된 기술용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0501 MICE관련 디자인업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의 실내공간 구성, MICE관련 시각전달 매체를 기획ㆍ디
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실내장식 디자인  · MICE 행사 로고 디자인
 · MICE 행사 캐릭터 디자인

<제 외>
 · 가구 및 실내 설비를 판매하면서 실내장식서비스를 제공
 · 실내 장식 공사
 · 전시시설 기획 및 행사 대행
 · 애니메이션(만화) 영화 제작
 · 만화 및 시각예술을 제작하는 자영 예술가
 · 광고물 제작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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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2 조형물 및 부스 설치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MICE 시설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필요한 카펫공사, 바닥재 설치공사, 실내 
장식공사 등을 수행하여 조형물 및 부스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목공물 부착공사  · 벽면 목공사
 · 나무 및 금속 결합 실내 장식공사

<제 외>
 · 문 및 창호 공사
 · 형틀 목공사

3050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의 실내공간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전기 및 통신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건물 전기 배선 공사  · 통신 케이블 공사
 · 구내 정보통신(LAN) 공사

30504 폐기물 처리업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무해 폐기물(지정 외 폐기물) 및 유해 폐기
물(지정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전시 부스 철거물 수집, 운반  · 무대장치 철거물 수집 운반
 · 기타 폐기물 수집, 운반

<제 외>
 · 방사성 폐기물 처리

306 MICE관련 용품 임대업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에 사용되는 각종 사무가구, 사무용품과 영상장비, 음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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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등의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0600 MICE관련 용품 임대업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에 사용되는 각종 사무가구, 사무용품과 영상장비, 음향장
비 등의 기계장비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사무가구 임대  · 사무용품 임대
 · 영상장비 임대  · 음향장비 임대

<제 외>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ㆍ수리
 · 운전자가 딸린 농업용 기계장비 임대
 · 금융리스
 ·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운전자 없이)

307 광고 및 홍보업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과 관련하여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0700 광고 및 홍보업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과 관련하여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업무를 
자체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 텔레비전 광고 대행  · 옥외 전시광고
 · 신문사 광고지면 판매 대리  · 광고물 배포
 · 우편 광고물 배포  · 광고물 배포 대리
 · PR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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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 광고물의 인쇄
 · 간판 등의 설치용 비전기식 광고물 제조
 · 시장조사
 · 텔레비전 광고영화 제작

308 인쇄업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과 관련하여 각종 출판물 및 인쇄물을 각종 제판술에 의하
여 인쇄하는 산업활동과 인쇄용 원판 제작, 제책 및 인쇄물 가공처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0800 인쇄업
국제회의, 산업박람회, 컨벤션 행사 등과 관련하여 각종 출판물 및 인쇄물을 각종 제판술에 의하
여 인쇄하는 산업활동과 인쇄용 원판 제작, 제책 및 인쇄물 가공처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 팜플렛 인쇄  · 프로시딩 인쇄
 · 회의자료 인쇄  · 인쇄물 가공

<제 외>
 ·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과정과 결합된 라벨 인쇄
 · 인쇄물 출판활동
 · 타자, 복사 및 사무관련 서비스
 · 출판 원고 또는 원판 제작은 저자의 기술적, 예술적 활동 특성에 따라 분류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자료의 전산 입력 및 자료 처리 서비스

4 MICE 지원산업
MICE산업을 지원 및 증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401 MICE관련 단체
MICE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유치, 개최, 홍보 지원서비스를 제
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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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1 컨벤션뷰로
컨벤션뷰로는 MICE(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and Exhibitions) 산업의 진흥을 위하
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컨벤션 목적 지역을 알리기 위한 해외 마케팅과 홍보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MICE 이벤트에 대해서 유치, 개최, 홍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컨벤
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ㆍ교육하고, 지원을 확대하며, MICE산업 
전체를 활성화 시켜나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 시>
 · 한국관광공사  · 서울관광마케팅
 · 부산관광공사  · 대구컨벤션뷰로
 · 인천관광공사  · 광주관광컨벤션뷰로
 · 대전마케팅공사  · 경기관광공사
 · 강원컨벤션뷰로  · 경남컨벤션뷰로
 · 제주컨벤션뷰로

40102 MICE관련 행정기관
MICE관련 정책 등을 수립,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예 시>
 ·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40199 그 외 기타 MICE관련 단체
MICE산업을 지원 및 진흥하는 관련 단체 중 컨벤션뷰로, MICE관련 행정기관을 제외한 단체를 
말한다.

<예 시>
 · 한국MICE협회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한국여행업협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 한국PCO협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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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코드 분류명 분류 코드 분류명

10101 회의 기획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10102 전시 기획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10201 MICE관련 전문 시설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10202 MICE관련 호텔 및 리조트 시설업 55101* 호텔업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10203 MICE관련 대학 시설업 85301* 전문대학

　 　 85302* 대학교
　 　 85303* 대학원

10299 그 외 기타 MICE관련 시설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85650* 직원 훈련기관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94110* 산업단체

10300 인센티브 여행업 75210* 여행사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20100 식음료서비스업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6112* 한식 면요리 전문점
　 　 56113*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56114* 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
　 　 56121* 중식 음식점업
　 　 56122* 일식 음식점업
　 　 56123* 서양식 음식점업
　 　 5612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30* 기관 구내식당업

부록2. MICE산업분류 연계표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표

○ MICE산업분류와 한국산업과의 연계를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표를 수록하였으며, 
연계표에서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표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가 하나 이상으로 분할

되거나 포괄범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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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코드 분류명 분류 코드 분류명

　 　 56142* 이동 음식점업
　 　 56191* 제과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9*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20201 면세점 47130 면세점
20202 대형 종합 소매업 47111 백화점

　 　 47112 대형 마트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20203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7121 슈퍼마켓
　 　 47122 체인화 편의점
　 　 47129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20204 기념품 소매업 47842 기념품, 관광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2030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90290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2030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122 스키장 운영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3 수영장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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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코드 분류명 분류 코드 분류명

　 　 91134 볼링장 운영업
　 　 91135 당구장 운영업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91231 낚시장 운영업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912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관련 서비스업

20401 건설업 41121 사무ㆍ상업용 및 공공기관용 건물 건설업
20402 설비 설치 공사업 42201 배관 및 냉ㆍ난방공사업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
　 　 42204 소방시설 공사업
　 　 42209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20500 MICE관련 용품 제조업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26310 컴퓨터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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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코드 분류명 분류 코드 분류명

　 　 26321 기억 장치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102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0600 일반 여행업 75210* 여행사업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20701 여행자 보험업 65121* 손해 보험업
20702 MICE관련 보험업 65110* 생명 보험업

　 　 65121* 손해 보험업
　 　 65122* 보증 보험업

20703 환전소 66199*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30101 호텔업 55101* 호텔업
30102 휴양콘도미니엄업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30103 일반 관광 숙박업 55102* 여관업

　 　 55104* 민박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30201 케이터링 서비스업 56141 출장 음식 서비스업
30202 MICE관련 시설업 내 식음료서비스업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6112* 한식 면요리 전문점
　 　 56113*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56114* 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
　 　 56121* 중식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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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코드 분류명 분류 코드 분류명

　 　 56122* 일식 음식점업
　 　 56123* 서양식 음식점업
　 　 5612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30* 기관 구내식당업
　 　 56142* 이동 음식점업
　 　 56191* 제과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6193* 치킨 전문점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9*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56221*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30301 육상 여객 운송업 49101 철도 여객 운송업
　 　 49211 도시철도 운송업
　 　 49212 시내버스 운송업
　 　 49219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49220 시외버스 운송업
　 　 49231 택시 운송업
　 　 49232 전세버스 운송업

30302 육상 화물 운송업 49102 철도 화물 운송업
　 　 49301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02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
　 　 49303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49401 택배업
　 　 49402 늘찬 배달업

30303 수상 여객 운송업 50111 외항 여객 운송업
　 　 50121 내항 여객 운송업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50202 항만 내 여객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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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코드 분류명 분류 코드 분류명

30304 수상 화물 운송업 50112 외항 화물 운송업
　 　 50122 내항 화물 운송업
　 　 5020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

30305 항공 여객 운송업 51100 항공 여객 운송업
30306 항공 화물 운송업 51200 항공 화물 운송업
30307 통관 서비스업 52991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3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30401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30402 사진 및 영상 촬영업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30403 MICE관련 인력 서비스업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75121* 고용 알선업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30404 이벤트 및 공연기획업 90191* 공연기획업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30405 매표대행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30406 MICE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30501 MICE관련 디자인업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3* 시각디자인업
30502 조형물 및 부스 설치업 42412*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3050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42311* 일반전기 공사업

　 　 42312* 내부 전기배선 공사업
　 　 42321* 일반 통신 공사업
　 　 42322* 내부 통신배선 공사업

30504 폐기물 처리업 38110*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1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30600 MICE관련 용품 임대업 76299*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763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76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30700 광고 및 홍보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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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코드 분류명 분류 코드 분류명

　 　 71393*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71399*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30800 인쇄업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18113* 오프셋 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40101 컨벤션뷰로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84229* 기타 산업 진흥 행정
　 　 94110* 산업단체

40102 MICE관련 행정기관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40199 그 외 기타 MICE관련 단체 94110* 산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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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분류 UNWTO MICE산업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분류
분류 코드 분류명 구분 분류명

10101 회의 기획업 핵심 전문회의 기획업10102 전시 기획업 핵심
10201 MICE관련 전문 시설업 핵심

컨벤션, 콩그레스, 전시회 관련 시설업10202 MICE관련 호텔 및 리조트 시설업 핵심
10203 MICE관련 대학 시설업 핵심
10299 그 외 기타 MICE관련 시설업 핵심
10300 인센티브 여행업 핵심 인센티브 기획업체 및

지역기반서비스 제공업
20100 식음료서비스업 확장 식음서비스업
20201 면세점 　 　
20202 대형 종합 소매업 　 　
20203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20204 기념품 소매업 　 　
2030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302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0401 건설업 　 　
20402 설비 설치 공사업 　 　
20500 MICE관련 용품 제조업 　 　
20600 일반 여행업 　 　
20701 여행자 보험업 　 　
20702 MICE관련 보험업 　 　
20703 환전소 　 　
30101 호텔업 확장

숙박업30102 휴양콘도미니엄업 확장
30103 일반 관광 숙박업 확장
30201 케이터링 서비스업 확장 식음서비스업30202 MICE관련 시설업내 식음료서비스업 확장
30301 육상 여객 운송업 확장 교통서비스업

UNWTO MICE산업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분류와의 연계표

○ MICE산업분류와 UNWTO MICE산업 경제 활동 측면에서의 분류와의 연계표를 수록하였
으며, UNWTO MICE산업분류 구분의 ‘핵심’은 핵심산업(Core Meeting Industry), ‘확장’은 
확장산업(Extended Industry)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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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분류 UNWTO MICE산업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분류
분류 코드 분류명 구분 분류명

30302 육상 화물 운송업 확장
30303 수상 여객 운송업 확장
30304 수상 화물 운송업 확장
30305 항공 여객 운송업 확장
30306 항공 화물 운송업 확장
30307 통관 서비스업 확장
30401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확장

지원서비스업30402 사진 및 영상 촬영업 확장
30403 MICE관련 인력 서비스업 확장
30404 이벤트 및 공연기획업 　 　
30405 매표대행업 　 　
30406 MICE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30501 MICE관련 디자인업 　 　
30502 조형물 및 부스 설치업 확장 부스장치업
3050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확장 기술, 설비업30504 폐기물 처리업 확장
30600 MICE관련 용품 임대업 　 　
30700 광고 및 홍보업 　
30800 인쇄업 　
40101 컨벤션뷰로 핵심 컨벤션뷰로
40102 MICE관련 행정기관 　 　
40199 그 외 기타 MICE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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