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회의
유치전문

PCO 가이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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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제회의 유치전문 PCO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지원하는 
국제회의 유치역량을 갖춘 

유치전문 PCO 업체

* PCO(Professional conference organizer)
국제회의 기획사 또는 컨벤션 기획사

각종 국제회의, 전시회 등의 유치·홍보·개최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운영 프로세스

국내주관단체

1.
한국관광공사 국제회의 유치 지원 

보조금 산정 시 가점 부여

2.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유치유망 국제회의 집중 지원사업’ 
참여기회 및 맞춤형 지원 제공

국제회의 
유치전문 PCO

1.
유치성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2.
유치 성공시 성공보수 지급

국제회의 유치전문 PCO 활용시 
각종 혜택 제공

유치 역량 발휘를 위한 
적극적 지원

한국관광공사



02 국제회의 유치전문 PCO 업체 (총 9개사)

(주)누리커뮤니케이션

회사현황 ◦ 대표자명  유영신
◦ 설립일  2006년 1월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스마트빌딩
◦ 회사규모(자본금/직원수)  4억 5천만 원 / 5명
◦ 사업분야  국제기획업, 컨벤션 기획
◦ 특이사항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감사패, 환경부 장관 표창장, 제주관광협회 회장 감사패,  

제주관광대상(MICE부문) 등 수상

국제회의 
유치역량 

◦ 국제회의 유치 전문인력 보유현황
 • 기획·운영팀, 디자인 제작팀, 기술팀 구성
 • 학회 사무국 운영, 이벤트·홍보·전시 등 행사 경험 다수의 경력 16년 이상 전문 인력 보유 
  ◼  • 전문 통·번역팀 보유
◦ 국제회의 유치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현황 
 • 국토연구원, 사단법인 대한약학회,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디지털협동조합, UNESCO, 대한금속·재료학회 등
◦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
 • 2019 AASP 
 • 2019 ICT/ACT 
 • 2018 International Symposium GIC 
 • 2017 Asia Data week 
 • 2015 ASIATOX 

유치관련 
전문분야

◦ 대규모 환경, 의학, ICT 관련 회의에 특화된 PCO 기업
 • 환경(환경 네트워크, 자연보전), 의학(신약개발, 의학 네트워크, 치의학),    

ICT(금속재료, 기술네트워크) 분야 전문 국제회의
 • 최소 1억 원,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규모의 행사 진행,      

최대 행사는 누적 외국인 방문자 4천 명 이상을 기록
 • 환경 분야 중대형 이상 회의, 의학 분야 중형 이상 회의, 물산업 분야 중형 이상 회의

기타사항 ◦ 제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 진행 경험을 보유한 PCO
  (주)누리커뮤니케이션은 16년 경력의 제주지역 MICE 전문 기획사입니다. 환경, 기술, 의학, 

화장품,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회의를 진행해왔으며, 네트워크, 바이어, 셀러 등 여러 
국제회의 관련 DB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전화번호  064-748-1040
◦ 이메일  ysryu@nuricomm.net, hoony@nuricomm.net
◦ 홈페이지  www.nuricomm.net

회사현황 ◦ 대표자명  한상돌
◦ 설립일  2002년 8월
◦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랑로8길 11-13 성화빌딩6층
◦ 회사규모(자본금/직원수) 4억 원 / 24명
◦  사업분야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기획, 학술회의 주관,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전시, 

프로모션, 일반 여행업, 중국 전담 여행업 등
◦ 특이사항 
  •2019 제56회 무역의 날 기념식 대통령 표창장, 2012 대통령 관광 진흥탑 등 수상
  •중국 전담 여행사 지정, 직접 유치 기획 경험 보유

국제회의 
유치역량 

◦ 국제회의 유치 전문인력 보유현황
 • 국제회의 유치 업무를 위한 각 분야별 10년 이상의 전문 인력 보유
 • 지역 CVB 재직 경력, 전국 스페셜베뉴 운영 경험을 가진 기획자들로 구성된 유치 TF팀 운영 
 • 학회 사무국 운영
◦ 국제회의 유치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현황 
 • 글로벌 마케팅 에이전시 GainingEdge, PCMA AP(Professional Convention 

Management Association), 한중의료관광협동조합, 순환기 연구재단, 한국임상수의학회,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등

◦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
 • 2021 국제산업위상학회 학술대회 IOHA 유치 지원
 • 2019 세계뇌신경과학총회 IBRO 유치 지원, 개최(89개국, 4천5백여 명)
 • 2018 세계기생충학회 총회 ICOPA 개최(82개국, 1천8맥여 명)
 • 2019 제13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 IESO 개최(43개국, 450여 명)
 • 아태안티에이징컨퍼런스 APAAC 개최(11개국, 500여 명)

유치관련 
전문분야

◦ 대규모 환경, 의학, ICT 관련 회의에 특화된 PCO 기업
 •  의학, 수의학, 공학 관련 회의 전문
 •의학·수의학 분야 중형 이상 회의(지역 불문)
 •공학 분야 중대형 이상 회의 
 •해외에 대표 본부가 있는 각종 국제회의

기타사항 ◦ 높은 만족률로 고객이 다시 찾는 유치전문 리딩 PCO
  함께 국제회의를 준비하고 운영했던 고객들이 만족스러운 성과에 다시 찾는 기획사, 

(주)덱스코입니다.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세밀하게 챙기며 소중한 인연에 
보답하겠습니다.

연락처 ◦ 전화번호  053-740-0421
◦ 이메일  nice@dexco.co.kr
◦ 홈페이지  www.dexco.co.kr

(주)덱스코



회사현황 ◦ 대표자명  이봉순
◦ 설립일  2001년 2월
◦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타워 14층
◦ 회사규모(자본금/직원수)  3억 원 / 32명
◦ 사업분야  국제회의 유치, 국제회의 및 전시 대행, 국제행사 연구·개발, 행사 컨설팅 등
◦ 특이사항 
  • 2002 관광산업진흥 국무총리상, 대한민국 MICE 대상 2회,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MICE 우수기업 선정 표창, 부산광역시장 표창, 국제라이온스세계총회 공로패 등 수상

국제회의 
유치역량 

◦ 국제회의 유치 전문인력 보유현황
 • 기획 총괄(대표)과 사업 총괄(PM) 아래에 국제회의 기획팀, 국제전시 기획팀으로 구성
 • 6개의 전문팀(스피커스뷰로, 전시 마케팅, 뉴미디어, 온라인 개발, 디자인, (주)리컨벤션 

기업부설 관광MICE연구소)과 경영관리팀 운영
◦ 국제회의 유치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현황 
 • 국내외 국제회의, 세미나, 포럼, 전시회, 해외홍보 등을 통해 정부기관, 국제기구, 관련 

산·학·협·단체 마케팅 네트워크 다수 보유
 • 대한민국 대표 해양·항만·물류 특화 PCO로서 유관 500여개 사의 네트워크 보유, 지속적인 교류
◦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
 •2024 제37차 세계지질과학총회 (IGC 2024) 유치 및 개최 예정 
  •2022 국제물류세계총회 (FIATA 2022) 유치 및 개최 예정 
  •2019 세계여성기업인무역총회&글로벌여성리더포럼 (GWTS&GWLF 2019) 유치 및 개최 
   •2018 제29차 세계화물처리협회총회 (ICHCA) 유치 
   •2011 국제항만협회 (IAPH) 세계총회 유치  

유치관련 
전문분야

◦ 해양, 항만, 물류 산업 분야 특화 PCO 기업
 •  해양, 항만, 물류 분야 대형 이상 회의(부산·울산·경남·지역불문)
 •  부산 특화 산업 관련 국제행사를 우선 유치
 •  부산 7대 전략 산업군(스마트해양, 지능형 기계, 미래수송 기기, 글로벌 관광, 지능정보서비스, 

라이프 케어, 클린 테크) 유관 행사 유치 예정

기타사항 ◦ 해양도시 지역 특화 산업 관련 국제회의 전문
  (주)리컨벤션은 지난 21년간 동북아의 해양 수도인 부산에서 지역 특화 산업 관련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왔습니다.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산에 
이어 울산·창원·경주·여수·광양·인천 등 해양도시로 확대해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리컨벤션은 대한민국 MICE 산업이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컨벤션 기획과 개발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락처 ◦ 전화번호  070-4672-3723  ◦ 이메일  account@lee-expo.com 
◦ 홈페이지  www.lee-expo.com

(주)리컨벤션 (주)메씨인터내셔날

회사현황 ◦ 대표자명  김분희
◦ 설립일  2003년 4월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83, 3층
◦ 회사규모(자본금/직원수)  6억 5천만 원 / 24명
◦  사업분야  국내외 국제회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광, 전시 및 행사대행
◦ 특이사항 
  •서울국제관광 대상, 대한민국 MICE 대상, 한국PR대상 이벤트부문 최우수상 등 수상

국제회의 
유치역량 

◦ 국제회의 유치 전문인력 보유현황
 •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프로그램 기획력, 차별화된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유치 전문 인력 

보유(팀장급)
 • 유치 행사의 특성과 필요한 외국어를 고려한 TF팀 구성
 • 영문 에디터 보유
◦ 국제회의 유치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현황 
 • 국내 중앙정부처, 지자체, 학협회, 기업 네트워크 보유
 • (전) INCON Group 이사사  
 • IAPCO 회원사   
 • ICCA 회원사   
 • ISO 20121 표준인증 업체  
◦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
 • 2022 국제천문연맹총회 유치 및 개최(3천 명)
 • 2020 글로벌 인재포럼 개최(1만 명)
 • 2019 세계응급의학학술대회 유치 및 개최(3천 명) 
 • 2018 IEC 부산총회 개최(3천 명)
 • 2017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 유치 및 개최(2만 3천 명)

유치관련 전문분야 ◦ 학협회 중대형 이상의 국제회의 유치 전문(지역 불문)

기타사항 ◦ 풍부한 대형 국제 컨벤션 경험으로 성공을 이끄는 PCO
  (주)메씨인터내셔날은 세계적인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유치부터 기획, 개최까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형 학협회 국제회의의 유치를 전문적으로 하여 체계적인 컨설팅과 
전략을 지원합니다. 분야별 전문 인력이 국제회의 유치 성공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포트합니다.

연락처 ◦ 전화번호  02-6288-6318
◦ 이메일  julie@meci.co.kr
◦ 홈페이지  www.meci.co.kr



오프너디오씨 주식회사

회사현황 ◦ 대표자명  황성민
◦ 설립일  2013년 5월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09 15층
◦ 회사규모(자본금/직원수)  2억 원 / 22명
◦ 사업분야  컨벤션, 디자인, 기획 및 컨설팅
◦ 특이사항 
  • 한국MICE관광학회 감사패, 기본소득 박람회 경기도지사 표창 등 수상

국제회의 
유치역량 

◦ 국제회의 유치 전문인력 보유현황
  • 유치 총괄을 비롯해 기획 및 마케팅, 브랜딩,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까지 각 파트별로 분배된 

전문인력들이 유치 업무 진행
◦ 국제회의 유치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현황 
  • 국제컨벤션협회 ICCA 정회원사
  • (주)헤럴드 미디어 & MICE 파트너 MOU 체결
◦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
  • 2021~ 2020, 2018~201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메디컬코리아
  • 2021, 2020 강원도관광재단 정선포럼
  • 2020 국립중앙과학관 국제과학관심포지엄 
  • 2020 (사)한국소음진동공학회 국제소음제어학술대회 유치 PT 및 브랜딩
  • 2019 한국컴퓨터비전학회 국제컴퓨터비전 학술대회 유치 PT 및 브랜딩

유치관련 
전문분야

◦ 다양한 지역 행사·분야별 국제회의 전문
 •  국내 다양한 지역 행사의 기획 및 운영 경험을 통한 컨설팅(서울, 경기, 강원, 대구, 부산 지역 특화)
 •  메디컬, 항공, 도로건설 분야 중대형 이상 회의 전문
 •  AI, VR, IT 및 공항 분야 중형 이상 회의 전문

기타사항 ◦ 새로운 시대에 발맞춘 하이브리드 행사 선도 기업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겪은 2020년, 오프너디오씨는 자체 보유한 다양한 온라인회의 플랫폼 

활용 기술을 통해 20건의 온라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MICE 시장을 
선도함으로써 한국MICE협회로부터 ‘하이브리드 특화기업’으로 인정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자체 
미디어팀에서 디자인을 개발, 차별화된 브랜딩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수의 유치PT를 성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처 ◦ 전화번호  02-2038-8975 / 010-8321-5789
◦ 이메일  sm.hwang@openerdoc.com
◦ 홈페이지  www.openerdoc.com

(주)이즈피엠피

회사현황 ◦ 대표자명  한신자, 최학찬
◦ 설립일  2003년 6월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05, 대명빌딩 2,5~7층
◦ 회사규모(자본금/직원수)  10억 원 / 72명
◦ 사업분야  국제회의, 전시, 이벤트, 엑스포 대행/운영
◦ 특이사항 
  • 국무총리 표창 3회 포함, 64회 이상의 정부/지자체 표창 수상
  • 한국컨벤션대상 단체운영부문, 한국관광기업경영대상, MICE 산업 공로상 수상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2011~현재)

국제회의 
유치역량 

◦ 국제회의 유치 전문인력 보유현황
  • 컨벤션 기획·운영, 공식행사 연출, 이벤트, 홍보, 전시 등 MICE 전분야를 포괄하는 조직 구성
  •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감독, ICT융합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 보유(업계 최다 경력자 보유)
  • 콘텐츠 및 국제회의 기획, 유치제안서 작성, 홍보 지원 등에 특화된 인력으로 구성된 자회사 

‘서울스피커스뷰로’와 협업
◦ 국제회의 유치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현황 
  • 국제PCO협회 IAPCO 정회원사 /  국제컨벤션협회 ICCA 정회원사
  • 한국-중국-일본 3국 대표 MICE기업간 산업협의체 BESETO Alliance 회원
  • 국제스피커스뷰로협회 IASB 정회원(2008, 서울스피커스뷰로)
◦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
  • 2019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적응주간
  • 2019 아태지역산림주간 및 제28차 아태지역산림위원회
  • 제4차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포럼 유치자문
  • 2018 아태망막학술대회 APVRS 유치제안 및 실행
  • 2017 World Travel&Tourism Council - Global Summit 유치제안

유치관련 
전문분야

◦ 중대형 이상, 복합형 행사 전문
 •  중대형 이상의 회의 전문  / •복합형(컨벤션, 전시, 이벤트) 행사 전문
 •환경, 스마트시티, 문화분야 컨벤션/전시 행사 전문  / •엑스포, 지역축제 유치 전문

기타사항 ◦ 서울스피커스뷰로와의 협업으로 양질의 국제회의 콘텐츠 제공
  (주)이즈피엠피는 컨벤션 콘텐츠를 기획하는 자회사 ‘서울스피커스뷰로’를 통해 국제회의 

유치에 특화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스피커스뷰로협회 IASB의 정회원으로서 세계적인 
전문가와 연사를 찾는 고객들을 이어주는 ‘Speaker Linkage’ 서비스와 양질의 ‘컨벤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연락처 ◦ 전화번호  02-3475-2663
◦ 이메일  ekks55@ezpmp.co.kr
◦ 홈페이지  www.ezpmp.co.kr



(주)인터컴

회사현황 ◦ 대표자명  최태영
◦ 설립일  1985년 9월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25, 스퀘어미빌딩 4~7층
◦ 회사규모(자본금/직원수)  10억 원 / 61명
◦ 사업분야  국제회의 및 전시회 기획
◦ 특이사항 
  • 은탑·석탑 산업훈장 수훈, 75회 이상 정부 표창 수상
  • 2019 대통령 표창(단체), 2012 대통령 표창(단체 및 개인) 2회·국무총리 표창 4회,   

2010 석탑산업훈장, 2006 중소기업청 지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2002 대통령 표창 등 수상

국제회의 
유치역량 

◦ 국제회의 유치 전문인력 보유현황
  • 36년의 국제기구, 의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회의 유치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 집단 
◦ 국제회의 유치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현황 
  • 국제기구, 정부부처 및 공단, 공사, 정부투자기관, 학술연구단체, 대학, 연구소 및 학회, 기업, 

협회와 파트너십 구축 
  • 국제PCO협회 IAPCO 정회원사
  •한국PCO협회, 한국MICE협회 , 서울/인천/수원 MICE Alliance 회원사
◦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
  • 2026 국제자동제어연맹 세계총회 유치
  • 2020 서울국제내분비계학술대회 개최
  • 2019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및 미디어센터 개최
  • 2019 세계재생에너지총회 유치
  • 2018 통계·지식·정책에 관한 OECD 세계포럼 개최

유치관련 전문분야 ◦ 의학, 공학, 국제기구 분야 중대형 이상의 회의 전문(지역 불문)

기타사항 ◦ 미래를 준비하는 MICE업계 리딩 컴퍼니
  (주)인터컴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창의적·혁신적 방향을 제시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Smart 컨벤션 연구소’를 운영합니다. 앞으로의 컨벤션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개발·활용하는 MICE업계 리딩 컴퍼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연락처 ◦ 전화번호  02-566-6339
◦ 이메일  intercom@intercom.co.kr
◦ 홈페이지  www.intercompco.co.kr

(주)피플엑스

회사현황 ◦ 대표자명  이화정
◦ 설립일  2001년 1월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16, 해오름빌딩 1층
◦ 회사규모(자본금/직원수)  3억 원 / 21명
◦ 사업분야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전시·이벤트·기업 회의 등 개최
◦ 특이사항 
  • 이화정 대표 - 문화체육부장관 ‘올해의 마이스인’ 표창

국제회의 
유치역량 

◦ 국제회의 유치 전문인력 보유현황
  • 경력10년 이상의 국제회의 전문가 그룹
  •웹·편집 전문 디자인팀 운영
  •영문 에디터 보유 
◦ 국제회의 유치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현황 
  • 전세계 21개국 대표 PCO로 구성된 World PCO Alliance 정회원
  • 국제컨벤션협회 ICCA 정회원
  • 한국PCO협회, 한국MICE협회, Seoul MICE Alliance 회원
◦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
  • 2020 제28차 세계이식학회 학술대회 유치(100개국, 5천5백 명)
  • 2018 제22차 세계가정의학회 세계학술대회 유치(100개국, 3천5백 명)
  • 2018 제11차 세계지반신소재대회 개최(66개국, 1천2백 명)
  • 2016 제20차 세계진공학술대회 및 전시회 개최(46개국, 2천4백 명)
  • 2016 세계사회복지대회 개최(80개국, 3천 명)

유치관련 전문분야 ◦ 의학·공학·사회과학 등 전문분야 국제학술대회(지역불문)

기타사항 ◦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국제회의 전문 기획사
  (주)피플엑스는 의학 등 전문분야 국제학술대회 유치/개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눈높이와 행사의 목적에 맞춘 기획과 변화하는 MICE 트렌드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Virtual/Hybrid/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합니다. 또한 전세계 유수의 PCO들과 
함께 World PCO Alliance를 설립하여 세계적 수준의 국제회의 기획사로서 한 단계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연락처 ◦ 전화번호  02-566-6067
◦ 이메일  njkim@people-x.co, pco1@people-x.com 
◦ 홈페이지  www.people-x.com



(주)컨벤션법인 이오컨벡스

회사현황 ◦ 대표자명  오성환
◦ 설립일  1994년 5월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105 가락ID타워 15층
◦ 회사규모(자본금/직원수)  5억 원 / 43명
◦ 사업분야  국제회의 기획, 전시·이벤트 기획, 컨벤션IT솔루션 및 S/W자문개발 공급
◦ 특이사항 
  • 2020 관광산업진흥 산업포장, 2020 서울관광대상 대상, 2014 관광산업진흥 대통령 표창 등 

수상

국제회의 
유치역량 

◦ 국제회의 유치 전문인력 보유현황
  • 40여 명의 전문 컨벤션 기획자를 보유하고 있는 PCO
  • 업계 최초(2003년)로 해외사업 및 초청전담팀 ‘코리아스피커스뷰로(KSB)’를 보유함으로써  

체계적인 해외네트워크를 구축
  • 경력 10년 이상의 유치제안·마케팅 전문 PM들로 구성된 ‘사업기획실’ 구축 및 운영
 ◦ 국제회의 유치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현황 
  • 다수의 국제컨벤션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지자체, 정부기관을 비롯해 유네스코, UN, OECD 

등의 국제기구, 국내외 협·단체 네트워크 보유
◦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
  • UIA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회의 500여 건 이상 수행
  •로봇공학 분야 올림픽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최종 결선 진출
  •제5차 유네스코 학습도시 국제컨퍼런스 ICLC 유치
  •세계무예마스터십 컨벤션,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기획 및 수행

유치관련 전문분야 ◦ 다양한 분야의 중대형 이상 컨벤션 전문
  • 지속가능(SDGs) 발전 관련 중대형 이상 컨벤션 전문
  • 도시, 문화, 관광 관련 중대형 이상 컨벤션 전문(지역불문)
  • 경제, IT, 4차 산업 분야 컨벤션 전문 

기타사항 ◦ 26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남다른 파트너 기업’
  이오컨벡스는 1994년 회사 설립 이래 26년간 수많은 국제회의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치전문 PCO가 갖춰야 할 3가지 핵심 역량 ▲국제회의 유치 및 실행 ‘경험’ ▲국내외 
주최·주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전문컨벤션 기획사 조직의 ‘맨파워’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 
PCO로서 국제회의 유치를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힘이 되는 ‘남다른 파트너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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