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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는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유치가 유망한 국제회의를 '유치유망 
국제회의'로 선정하고 맞춤형 집중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2021년 연중(※ 향후 계속사업으로 추진 예정)

사업 내용 

국제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지원 유형을 
① 최우선 회의, ② 우선 회의로 분류하여 맞춤형 지원 실시

지원대상

유치유망 국제회의로 선정된 회의의 국내 주관단체

01 유치유망 국제회의 집중 지원사업이란?

2021년 유치유망 
국제회의 선정

최대 30건

최우선 회의
최대 10건

유망 국제회의 선정 기준

◦ 개최 결정 시기 2021년~2022년
◦ 평균 참가자 수 500명 이상
◦ 국내 주관단체 유치 의향 있음
◦ 전담 대행사 없음
◦ 내국인 주요 인사 보유

우선 회의
최대 20건

유망 국제회의 선정 기준

◦ 개최 결정 시기 2021년~2022년
◦ 평균 참가자 수 200명 이상
◦ 국내 주관단체 유치 의향 있음
◦ 전담 대행사 보유 무관
◦ 내국인 주요 인사 보유 무관



02 유형별 지원내용 한눈에 보기

* 한국관광공사 선정 국제회의 유치전문 PCO 정보는 
「국제회의 유치전문 PCO 가이드」 브로셔 참조

03 세부 지원내용

※ 세부 지원 내용은 한국관광공사와 별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국제회의 유치 지원 보조금 확대 지원

지원 대상 최우선 회의, 우선 회의

지원 방법 ◦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지원제도* 내 유치 보조금 확대 지원
  - 최우선·우선 회의로 선정된 경우, 유치 보조금 산정 시 가점 부여
          (* 자세한 사항은 「국제회의 지원제도 가이드」 브로셔 참조)

지원 항목 유치 제안서·PT 제작 및 클리닉, PCO 기획료, 온·오프라인 방한실사, 
 현장 유치활동, 기념품 제작비 등

지원 금액 회의 규모에 따라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5천만 원

신청 방법 K-MICE 홈페이지(k-mice.visitkorea.or.kr) 내 신청

최우선 회의
◦ 유치 보조금 산정 시 가점 부여  
◦ 합동 유치준비위원회 조직 및 운영
◦  내국인 주요 인사 앰버서더 임명을 

통한 유치활동 지원
◦  국내 주관단체 - 유치전문 PCO* 

1:1 매칭 제공
◦ 기타 전방위 지원 제공

우선 회의
◦ 유치 보조금 산정 시 가점 부여  
◦ 합동 유치준비위원회 조직 및 운영
◦ 기타 전방위 지원 제공

유형별 지원 내용



합동 유치준비위원회 운영

지원 대상 최우선 회의, 우선 회의

참여 기관 ◦ 주관: 한국관광공사
 ◦ 참여: 국내 주관단체, 국내 유력인사, 지자체, 지역 CVB 및 PCO 등

운영 내용 최우선, 우선 회의의 국내 유치를 위한 협업체계 마련. 전방위 합동 지원 제공

국내 유력인사

KOREA MICE 앰버서더

◦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 및 로비 활동 전개

◦유치 컨설팅

한국관광공사

유치 컨트롤타워

◦ 유치유망 회의 발굴
◦  협업 체계(유치준비위원회) 

마련 및 운영
◦ 전방위 유치 지원

국내 주관단체

유치 주체

◦ 유치 비딩 참여
◦ 각종 유치 활동 전개

선정 및 국내 주관단체와 매칭, 
유치 성공보수 지급유치업무 

수행계약 체결

KOREA MICE 앰버서더 임명

KOREA MICE 앰버서더 운영

지원 대상 최우선 회의, 우선회의

선정 및 임명 유망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를 위해 국내 유력인사를 ‘KOREA MICE 앰버서더’로 선정 및 임명

운영 내용 ◦ 해외 현지에서 국제회의 본부 인사 및 결정권자를 대상으로 한 득표활동 지원
 ◦ 앰버서더 관련한 국내 주관단체에 국제회의 유치 역량 강화 지원
 ◦ 앰버서더의 기타 MICE 홍보 관련 강연 및 기고 활동에 따른 강연료, 원고료 지급

유치전문 PCO 1:1 매칭 지원

지원 대상 최우선 회의

step 1

한국관광공사

최우선 회의 
국내 주관단체 - 

유치전문 PCO 간 
1:1 매칭 제공 step 3

한국관광공사 & 
국내 주관단체 & 
유치전문 PCO

유치유망 국제회의 
국내 유치를 위한 
협력 활동 전개

step 2

국내 주관단체, PCO

최우선 회의 
국내 주관단체 - 

유치전문 PCO 간 
유치전담 계약 체결

지자체, 지역 CVB

지역 국제회의 유치 지원

◦  지역 내 국제회의 유치 
관련 각종 지원

◦  지역 및 지역 베뉴 홍보 
활동 전개

유치전문 PCO

유치 전문 서비스 제공

◦ 유치전략 및 계획 수립
◦ 유치 제안서 및 PT 제작
◦ 방한답사 운영
◦ 각종 홍보활동 운영 등



04 주관단체 의무사항 05 국내 주관단체 참여 신청방법

참여 신청 방법

신청 및 참여 ◦ 참가 신청: 담당자 사전 협의(jdw3793@knto.or.kr / 033-738-3246) 후 신청
 ◦ 참여 방법: 한국관광공사와 ‘유치유망 국제회의 집중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련 문의 ◦ 한국관광공사 MICE마케팅팀 국제회의 유치지원 담당자 
      jdw3793@knto.or.kr / 033-738-3246

최우선 회의 주관단체

◦ 유치 참여
◦  공사가 선정한 유치 전문 PCO와 

대행계약 체결
◦  유치 성공 시, 유치전문 대행사에 

본 행사 대행 어드벤티지 부여(대행 
계약서 상 확약 명시 등)

◦ 합동 유치준비위원회 참여
◦ 국내 유력인사(앰버서더) 추천

우선 회의 주관단체

◦ 유치 참여
◦ 합동 유치준비위원회 참여

주관단체 의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