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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eting, 
K-Incentive 
한국에서 누리는
특별한 경험

기업회의 & 인센티브
외국인 방한 유치 현황

미팅, 인센티브
주요 유치 사례

단체명 방한목적 국적 방한기간 규모
(명)

Indo Sejahtera Jaya 
(PT ISJ) 인센티브 인도네시아 2020.1.17~21 183

卡瓦盛邦(上海)牙科医疗
器械有限公司 
(KAVO 그룹)

기업회의 중국 2020.1.16~18 839

Zebra Technologies Asia 
Pacific Company Ltd 기업회의 싱가포르 2020.1.8~11 370

辽宁溢涌堂生物科技有限
公司 

(이융탕 생명공학)
인센티브 중국 2020.1.7~12 4,145

Performance Labs Pte 
Ltd 기업회의 싱가포르 2019.6.13~15 3,184

益盛汉参化妆品有限公司 
(익성한삼 코스메틱) 기업회의 중국 2019.6.9~13 2,491

安麗日用品股份有限公司 
(Anli, 대만 암웨이) 인센티브 대만 2019.4.5 2,132

广州颜如玉医药科技 
(엔루위 의약) 인센티브 중국 2019.9.23~27 1,958

Red Hat Asia Pacific 기업회의 싱가포르 2019.9.16~20 806

Herbalife Product 
Malaysia Sdn Bhd 

(허벌라이프 말레이시아)
인센티브 말레이시아 2019.11 776

修正药业集团股份有限公司 
(수정제약그룹) 인센티브 중국 2019.10 3,400

엔루위 의약

248,244명

202,501명

2017년 2018년 2019년

308,8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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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센터

지역 CVB

 지역 컨벤션센터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코엑스  www.coex.co.kr

 aT센터 atcenter.at.or.kr

 부산광역시  벡스코  www.bexco.co.kr

 대구광역시  엑스코  www.exco.co.kr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www.songdoconvensia.com

 파라다이스시티 www.p-city.com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센터  www.kdjcenter.or.kr

 대전광역시  대전컨벤션센터  www.dcckorea.or.kr

 경기도  킨텍스  www.kintex.com

 전라북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www.gsco.kr

 전라남도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www.expo2012.kr

 경상북도
 하이코  www.crowncity.kr/hico/ko/main/main.do

 구미코  www.gumico.com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www.ceco.c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www.iccjeju.co.kr

지역 CVB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서울관광재단 02-3788-0826 plusseoul@sto.or.kr kr.miceseoul.com

부산관광공사 051-780-2184 simon6306@bto.or.kr www.bto.or.kr/cvb

대구컨벤션뷰로 053-382-5220 dcvb@daegucvb.com www.daegucvb.com

인천관광공사 032-899-7300 cvb@into.co.kr cvb.visitincheon.or.kr

광주관광재단 062-611-3622 convention@gjto.or.kr  www.gjto.or.kr

대전마케팅공사 042-250-1323  micedaejeon@dime.or.kr www.dime.or.kr

울산관광재단 052-255-1841~4 ucvb@uto.or.kr  www.ueco.or.kr

경기관광공사 031-259-4791 ondal007@gto.or.kr www.gmice.or.kr

고양컨벤션뷰로 031-927-9970 help@goyangcvb.com www.goyangcvb.com

수원컨벤션뷰로 031-303-6032 ellykim@scc.or.kr www.scc.or.kr

강원도관광재단 033-269-8938 jijo@gwto.or.kr www.gwto.or.kr

강릉관광개발공사 033-640-9842 jmlee@gtdc.co.kr www.gtdc.or.kr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063-230-7492 river@jbct.or.kr www.jbct.or.kr

전남문화재단 061-280-5800 - ijnto.or.kr

경남관광재단 055-212-6711~5 june@gnto.or.kr www.gnto.or.kr

경주화백컨벤션뷰로 054-702-1011~2 hannahj@crowncity.kr www.crowncity.kr

제주컨벤션뷰로(사) 064-739-2206~10 jhcho@jejumice.or.kr www.jejucvb.or.kr

양양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인천크루즈항

부산크루즈항

속초크루즈항

제주크루즈항

여수크루즈항

송도컨벤시아,
파라다이스시티 인천

대전컨벤션센터 대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전북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킨텍스 경기

코엑스, aT센터 서울

구미코경북

창원컨벤션센터경남

대구 엑스코

경북 하이코

부산 벡스코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전남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노하우를 갖춘 전문인력, 국제 수준의 컨벤션센터, 편리한 접근성, 
   지자체·숙박·쇼핑·관광업계 간의 긴밀한 연결이 빚어내는 완벽한 서포트
  17개 지역별 MICE 전담조직
  15개 컨벤션센터, 8개 국제공항, 5개 크루즈항, 7개 국내공항
  KTO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정책

 Why Korea?

1 MICE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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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

  세계 최초 5G 전국망 상용화 (2019.4.3.)

  광케이블 초고속 인터넷 보급 1위 (OECD 2018)

  모바일 인터넷 속도 2위, 초고속 인터넷 속도 7위, 
   둘 다 10위 권인 유일한 나라 
   (우클라 스피드테스트 글로벌 인덱스 2021)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고 도난 위험이 적은 
   마음편한 여행 환경

  방한 관광객 만족도 항목 중 치안만족도 1위
   (2019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한국관광공사)

ICT

SAFE

인천국제공항

5개 크루즈 터미널

K-방역시스템

전국 8개 국제공항

전국을 연결하는
국내 교통망

 세계 52개국 173개 도시 취항 (2019년 기준)
 2021년 전세계 공항 최초 ACI 주관 고객경험인증 4단계 획득 인천, 김포, 양양, 청주, 대구, 무안, 김해, 제주

  인천크루즈항 : 세계에서 가장 큰 22만 5천 톤 급 크루즈선 
   수용 가능한 크루즈 전용 터미널
  부산, 여수, 속초, 제주 크루즈항  

  7개 국내공항, KTX, 24시간 고속 및 시외버스 운행

  전국 주요 관광지, 숙소, 식당 방역시스템 구축 : 
   손소독제 비치, 비접촉 온도 측정, 안심콜 등

  인천국제공항 스마트 K-공항방역 시스템 구축 : 
   출국 여객 3단계 발열 체크 시행, 출입국 전 과정 방역 강화, 
   로봇과 키오스크를 활용한 비대면 발열 체크 서비스 실시, 
   음압병실 구축, 디지털 헬스패스 구축 예정

52

5

K

8

7

개국

개 크루즈 터미널

방역

개 국제공항

개 국내공항

 Why Korea?  Why Korea?

2 3교통편의, K-방역시스템 여행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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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한식, 축제,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Korea Unique Venue 39

 Why Korea?

4 전통적 매력과 트렌드한 문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국립중앙박물관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비축기지

이랜드크루즈

한국가구박물관

노들섬

우리옛돌박물관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

한국의 집

누리마루APEC하우스

국립경주박물관

대구예술발전소

뮤지엄 다:

더베이101

황룡원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충청남도

독립기념관 선샤인스튜디오

전라북도

왕의지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영화의전당

인천광역시

전등사

오크우드 프리미어 파노라마 65

트라이보울

경기도

광명동굴

한국민속촌

현대유람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강원도

강릉오죽한옥마을

DMZ박물관

원주한지테마파크

남이섬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

인제스피디움 하슬라아트월드

제주특별자치도

본태박물관

제주민속촌

생각하는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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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Korea?

5 팀빌딩활동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문제해결과정에서 

강화되는 팀워크

한류체험
K-POP

전통 음악 체험
사물놀이

미션 게임
서울레이스

이색 체험
드라마 촬영지 방문 

자연 체험
농어촌 마을체험

요리 체험
한식

조선 왕실 체험
궁궐 달빛기행

전통 문화 체험
태권도

스포츠 체험
서바이벌 게임

공연 체험
난타

이색 체험
테마파크

산업현장방문

템플스테이
다도, 명상

전통 복식 체험
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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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주의사항

지원대상 / 지원기준

공통 인센티브 기업회의

1. KTO 지원 프로세스

프로세스

일정, 명단 확보 지원 등급 및 
지원 내용 확인

신청서 작성 이메일 신청
(KTO 해외지사)

3. 참가자 지원제도 (K-Incentive Fun-Up Program)

2. 지원대상

* 준비서류: 일정, 명단(이름, 생년원일 또는 여권번호 기재 필수), 신청서

※ 위의 지원 내용은 등급별 1인당 지원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 △는 지원한도 내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사항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기념품 1종 ○ ○ △ △ △

협약 관광지 입장료 ○ ○ ○ ○

한국문화 체험 지원 ○ ○ ○

한국 공연 관람 지원 ○ ○ ○

특별 오만찬 1회 경비 ○ ○ ○

특별 공연 경비 ○ ○ ○

팀빌딩 프로그램 경비 ○ ○ ○

VIP 기념품 ○ ○ ○

시설 임차료 ○ ○ ○

환영 행사 (공항, 해항, 호텔 등) ○

  신청기한: 입국일 기준 최소 14일 전
  접수처: 한국관광공사 해당 지역 해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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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인센티브 단체 또는 기업회의 단체 외래객
  지원기준

2박 이상 체류

외국인 참가자
10인 이상

기업에서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인센티브(포상) 행사를 위한 
한국 방문 단체

특정 기업이 주최하여, 회의 및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단체
(일정표상 4시간 회의 일정 필요)

KTO 인센티브 기업회의 
지원제도

방한인원(명) 인센티브 단체 기업회의 단체

10~49 5등급 4등급

50~199 4등급 3등급

200~499 3등급 2등급

500~999 2등급 1등급

1,000이상 1등급  

※ 등급별 1인당 지원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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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사 지원

4. 기획자 지원제도 (K-Incentive Value-Up Program)

참가자 프로그램 특징

사전답사 지원

인센티브/기업회의 주최자(기획자) 대상 보상 제도
  방한단체 기념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제공
  CSR 활동, 친환경 팀빌딩 행사, 공정여행 체험시 지원 등급 업그레이드

* 예시 : 한식만들기 체험 후 복지시설에 음식 기부, Habitat 봉사 활동 

  지원대상 : 유치 확정 또는 유력 중대형 기업회의/인센티브 단체 기업 담당자 또는 송출 여행사 관계자  

  지원항목 : 사전답사 지원 (항공권, 국내체재비, 해외 공항라운지 서비스 등)
 * 유치에 참여하는 국내 협업여행사(DMC)가 사전에 결정된 경우, 공사는 국제항공권 등 해외발생 비용을 지원하고 협업여행사는 국내발생 비용
    (체재비, 국내항공료 등) 부담

  지원기준 :

  보상시기
매년 11월 또는 12월 (해외지사별 일정과 연계)

- 연간/최근 5개년 방한단체 송출 여행사 대상 시상
 - 선정 기업(여행사)관계자에 MICE시설, 프로그램 답사 기회 우선부여

  주요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가능 최소인원*(명) 지원 상한(%) 참고사항

중국 1,000 (500**)
단체의 실제 방한시
예상 지원금의 30%

단체의 실제 방한시 
사전답사 지원비용 공제 없이 

지원금 100% 지원 예정
(변경될 수 있음)

일본/동남아/중화권 500 (300**)

구미주/인도/중동 100

** 22년말까지 중, 일, 동남아, 중화권 적용기준 한시적 완화

KTO 해외 지사

사전답사 신청 공문 본사 
발송 (사전답사 개요,
지원사항 명시)

사전답사 요청 공문
 지사 회신

지원한도 내 지원 사전답사 결과보고공문
본사 송부

KTO 본사 KTO 본사 KTO 해외 지사

** Korea Incentive Awards 행사 또는 해외지사 개최 행사와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구분
연간 누적 방한 송출 인원*

3천명 이상 6천명 이상 1만명 이상 1.5만명 이상 2만명 이상

상패 지급 ○ ○ ○ ○ ○

기념품/상품권 지급
(해외지사 연계**) 기념품 기념품 1백만원

상당
2백만원

상당
3백만원

상당

방한 답사 프로그램
(사전 승인 필요) - - ○ ○ ○

지원내용 - 특별한 업그레이드 제공

4박 이상 체류 단체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 외 
지방공항 이용 입·출국단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외 
지역에서 1박 이상 숙박단체

최근 3년 이내 재방한 단체

해외진출 한국기업 단체 원거리 (구미주, 서남아 지역) 
방한 단체

ESG 체험프로그램 참가 단체 *중복 승급은 불가하며,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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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급자 지원제도 (K-Incentive Reward-Up Program)

지원대상 /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업회의/인센티브 단체 유치 DMC, PCO 등 관계자

   지원내용

    - 우수 프로그램(Best Practice) 선발 후 포상금 지급, 상패 수여 및 홍보 영상 제작

    - 우수 업체대상 Korea MICE Awards(KMA) 수상(장관, 사장) 기회 부여
시설명(국문) 시설명(영문) 지역

점프 JUMP 서울

판타스틱 FANTASTICK 서울

셰프 (舊비밥) CHEF : New Brand of Bibap 서울

사춤 Sachoom 서울

파이어맨 FIRE MAN 서울

난타 NANTA 서울(홍대, 명동)/제주

페인터즈 PAINTERS 서울(종로, 충정로)/제주

팡쇼 Pang Show 서울

플라잉 FLYING 경북 경주

뮤지컬 당신만이 Musical Drama - Only You 서울

썬&문 국악쇼 Sun & Moon 서울

[부록]

선택지원협약 업체

상설 공연  공연시간 75~100분

점프

페인터즈

셰프

플라잉

난타

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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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험지원>

시설명(국문) 시설명(영문) 지역
트릭아이뮤지엄 Trick Eye Museum 서울, 부산
트릭아이미술관 Trick Eye 제주
아쿠아 플라넷 Aquaplanet 제주, 고양, 여수, 서울

원마운트 Onemount 경기 고양
롯데월드 Lotte world 서울
에버랜드 Everland 경기 용인

박물관은 살아있다 Alive Museum 서울
에코랜드 Eco Land 제주

한국민속촌 Korean Folk Village 경기 용인
부산타워 패키지 Busan Tower+Buseum of Movies 부산

현대크루즈 Hyundai Cruise 경기
대구이월드 Daegu E-World 대구
쁘띠프랑스 Petite France 경기 가평

코엑스아쿠아리움 Coex Aquarium 서울
썬밸리워터파크 SunValley Water Park 경기 여주
부산에어크루즈 Songdo Air Cruise 부산

청풍호반케이블카 Cheongpung Cable car 충북 제천
뮤지엄 다: Museum DAH 부산

파라다이스시티 원더박스 Incheon Paradise City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 Paradise City CIMER 인천

아쿠아필드 고양 Aquafield Goyang 경기 고양
오색그린야드호텔 온천 OSAEK GREENYARD HOTEL 강원도 양양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HYUNDAI MOTORSTUDIO 경기 고양

김해가야테마파크 Gimhae Gaya Theme Park 김해
브릭캠퍼스 Brick Campus 제주, 부산, 강원도

시설명(국문) 시설명(영문) 지역

한복남 Hanboknam 서울(경복궁, 창덕궁), 전주

스포츠몬스터 Soprts Monster 경기(고양, 하남)

미추홀 전통문화연구원 Hansik Esperience at Michuhol 
Traditional Food Culture Center 인천

런닝맨 체험관 Running Man 서울, 강원(강릉), 부산

하늘호수 Skylake 대구

정동마루 장구체험 Janggu Experience at 
Jeongdong Maru 서울

난타아카데미 NANTA Academy 서울

다이나믹메이즈 Dynamic Maze 서울, 강원(속초), 제주

RKD엔터테인먼트 Real K-POP Dance 서울

킹스튜디오 King Studio 서울

땅땅랜드 Ttangttang Land 대구

뮤즈엔터테인먼트 MUSE Entertainment 인천

관광지 체험지원

트릭아이뮤지엄 한복남 

한국민속촌 다이나믹메이즈 

원마운트 스포츠몬스터

부산에어크루즈 RKD엔터테인먼트

에버랜드 정동마루 장구체험

파라다이스시티 원더박스 땅땅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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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명 주  소 연락처 이메일

도쿄지사 6F Korea Center 4-4-10 Yotsuya Shinjuku-ku Tokyo 
160-0004 Japan 81-3-5369-1755 tokyo@knto.or.kr

오사카지사 23F Twin 21 MID Tower 2-1-61 Shiromi Chuo-ku 540-
6123 Osaka Japan 81-6-6942-0847 osaka@knto.or.kr

후쿠오카지사 5F Asahi Bldg. 2-1-1 Hakata-ekimae Hakata-ku 
Fukuoka 812-0011 Japan 81-92-471-7174 fukuoka@knto.or.kr

베이징지사 3rd Fl., Korea Center Building, 1 Guanghua Xili, 
Chaoyang, Beijing, 100020, China 86-10-6585-8213/8214 beijing@knto.or.kr

상하이지사 Room 502, Huizhi Building, No.396 Caoxi Rd.(N) 
Shanghai, 200030, China 86-21-5169-7933 shanghai@knto.or.kr

광저우지사 Unit 803, 8th Fl., TaiKoo Hui Tower 1, No. 385 Tianhe 
Road, Guangzhou, 510620, China 86-20-3893-1639 kntogz@163.com

선양지사
Room 3306, Tower A, China Resources Building, No. 
286, Qingnian Street, Heping District, Shenyang, 
110004, China

86-24-3137-9343 ktoshenyang@163.com

청뚜지사
Room 2604, No. 1 (Pingan Fortune Center), Section 
3, Renmin South Road, Wuhou District, Chengdu, 
Sichuan Province, 610041,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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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지사 Rm. 01 Kaide Square 16 Fl., No. 64 West Part of South 
Second Ring Road, Yanta District, Xi'an, Shaanxi, China 86-29-8964-0100 xiankto@hotmail.com

우한지사 Room 6, 15F, Wuhan·International Intelligence Center 
1398 Jinghan Road, Wuhan, 430010, China 86-27-5937-4380 kto_wh1330@126.com

홍콩지사 Unit 2202-2203, 22/F., World Trade Centre, 280 
Gloucester Road, Causeway Bay, Hong Kong 852-2523-8065 general@kn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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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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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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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시아

지사명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싱가포르지사 Korea Plaza, 3 Church Street, #01-02 Samsung Hub, 
Singapore 049483 65-6533-0441 singapore@knto.or.kr

방콕지사
Interchange Building 25th Fl. (Unit 3), 399 Sukhumvit 
Road, Klongtoey-Nua,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66-2-611-2731~3 koreainfo@kto.or.th

쿠알라룸푸르지사 Suite 7-03, 7th Floor, Menara Hap 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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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rgram-122003, Haryana, India 91-124-464-9191 india@knto.or.kr

하노이지사 Unit 1302, 13th Floor,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84-24-3556-4040 hanoi@knto.or.kr

자카르타지사 Wisma GKBI Lt. 21 Suite 2102A, Jl. Jend. Sudirman 
Kav. 28 Jakarta 10210, Indonesia 62-21-5785-3030 ktojakarta@knto.or.kr

마닐라지사 19F, Tower 1, High Street South Corporate Plaza, 9th 
Ave. corner, 26th Str., Taguig City, Manila, Philippines 63-2-7358-0856 ktomanila@gmail.com

두바이지사 Dubai World Trade Center, 19th Fl., P.O. Box 9488, 
Dubai, U.A.E. 971-4-331-2288 knto@eim.ae

이스탄불지사 Veko Giz Plaza K:15 Maslak, Sariyer, Istanbul, Turkey 90-212-290-2630 istanbul@knto.or.kr

알마티사무소 10th Floor, "Green Tower" Business Center 192/2, 
Dostyk Ave., 050051, Almaty, Kazakhstan 7-727-344-0971 almaty@knto.or.kr

지사명 주  소 연락처 이메일

로스엔젤레스지사 5509 Wilshire Bl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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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Adelaide St. East, Suite 1101, Toronto, Ontario, 
Canada M5C 3A1 1-416-348-9056 toronto@knto.ca

시드니지사 Level 18, Australia Square Tower, 264 George St., 
Sydney, NSW 2000, Australia 61-2-9252-4147~8 sydney@visitkorea.org.au

프랑크푸르트지사 Korea Tourism Organziation, Stiftstraße 2, 5. OG, 
60313 Frankfurt am Main, Germany 49-69-233226 kto@euko.de

파리지사 20 Rue la Boétie, 75008, Paris, France 33-1-4538-7123 info.ontc@gmail.com

런던지사 3rd Fl., New Zealand House, Haymarket, London, 
SW1Y 4TE, U.K. 44-20-7321-2535 london@knto.or.kr

모스크바지사 Business Center Entr 2, Floor 2, 10 Testovskaya Street, 
Moscow, 123112, Russia 7-495-989-4678 kntomc@knto.or.kr

블라디보스톡사무소 102, Business Center Floor 1, 17 Okeansky Prospekt, 
Vladivostok, 690091, Russia 7-423-265-11-63 knto_vl@mail.ru

아세안, 서남아시아

구미주

[부록]  해외오피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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