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MICE(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Event) 산업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장을 뛰

어넘어 국가와 도시의 개성과 술을 포함한 문화, 지식,

기술, 호텔, 리조트, 카지노와 각종 , 엔터테인먼트

컨벤션 시설과 련된 사회 기반시설의 력을 기반

으로 하는 표 융·복합 산업이라할 수 있다. 특히, 세

계가 지식경제 사회로 성숙됨에 따라 국제회의, 시이

벤트, 기업회의 등을 포 하는 MICE 산업 발 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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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 내용 방법은 한국과 미국의 MICE 산업 활성화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MICE 산업의 세계 추세와

련 문가의견을 내용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MICE 산업 발 을 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MICE 인 라 규모와 구성 면에서 비교우 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K-시리즈를 활용

한 융·복합 콘텐츠(스토리)를 활용한 MICE 상품개발 략,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유니크 베뉴(Unique Venue) 개발과

명소화 정책, 가족 심 이고 참여자 간 교류 심 인 MICE 환경 조성, 재미와 엔터테인먼트 요소 강화, ‘그린 MICE’

정책 강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료 과 MICE 상품의 연계 등 MICE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

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MICE 산업 발 정책 수립을 한 략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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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provide insights for developing strategies and policy of MICE industry in Korea. 

Identifying current global statuses, trends, characteristics and analysing the strategic opinions of MICE experts', some 

strategies and policies were driven, which to activate MICE industry. Compared to Korea, America has comparative 

advantages in the size and configurations of MICE infrastructure. In order to get competitive edge, Korea needs to 

utilize various fused contents and stories of K-Series in MICE industry. Unique Venue and MICE destination 

development, which provide special experiences during the MICE participation, family friendly and children 

education oriented MICE environment policies are needed. Also, providing fun and Entertainment for MICE 

participants, demand for 'Green MICE' and medical tourism for the participants should be counted in developing 

strategic MIC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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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노력은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 5월

신성장동력 추진계획에서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에 MICE

산업을 포함시키면서 정책 지원체계를 강화하 다.

2012년 MICE 산업의 GDP 기여도(총 GDP기여효과

/GDP로 산출함)가 2.4%로인 미국은 최고 규모의 MICE

산업 표 선진국으로 라스 베이거스는미국을 표하는

MICE 도시라 할 수 있다. 라스 베이거스는 만달 이 베

이 컨벤션센터 (16만 m2), 샌즈엑스포 컨벤션센터 (11만

m2),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20만m2)와 카지노, 호텔,

공연장, 쇼핑몰 등을 갖추고 매년 4천만 명 정도의 도시

방문객과 약 5백만 명, 즉 체 방문객 수의 12.4%에 해

당하는 회의 컨벤션 련 방문객을 보유한 MICE 복

합 리조트 도시라 할 수 있다[1].

아시아 지역의 MICE 선두주자인 싱가포르는 49만m2

의 리조트월드 센토사(Resort World Sentosa)와 55만m2

의 마리나베이샌즈(Marina Bay Sands)같은 MICE 복합

리조트에 카지노, 컨벤션센터, 호텔, 엔터테인먼트 시설,

박물 , 쇼핑센터 등을 갖추어 연간 약 3천 5백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2012년, 두 개의 복합 리조트의 GDP 기

여도는 1.5∼2%로 높은 편이다[2].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국, 인도, 타이완

등 아시아의 경제력이 상승함에 따라 향후 MICE 산업을

선도해 갈 것으로 측된다. 를 들어, 2030년까지 인도

와 국의 주도하에 20억 명의 산증이 생겨날 것으로

측되는[3] 등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이 MICE 산

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측된다. 우리나라도

MICE 산업발 을 해 기존의MICE 강국인 미국과유

럽, 싱가포르 아시아의 신규 MICE 부상국들과 경쟁

력할 수 있는 MICE 경쟁력 제고 략과 정책이

실히 요구된다. 특히, 라스베이거스를 비롯한 미국의

MICE 정책은 MICE 도시의 복합리조트화를 확 하여

주변 비즈니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새로운방향으로 외연

을 넓히고 있어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 MICE 정책 수

립 시 시사 을 제공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 MICE 정

책과 비교하여 차이 과 활용방안을 비교검토할 필요성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ICE 선진국미국과우리나라

MICE 산업의특성과 경쟁력 평가를 해 MICE 산업활

성화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고 MICE 산업의 세계 추

세와 MICE 산업 련 문가 의견을 취합하여 향후우리

나라 MICE 산업발 을 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한

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MICE 산업의 발 정책 수립을

한 략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2.  경 

2.1 내  MICE 산업  현황과 망

2.1.1 내  MICE 산업  현황

우리나라는 MICE 산업의 인 라 특성을 살펴보면

MICE 행사 유치를 한 국제회의 도시는 국 으로 11

개이고 16개의 컨벤션센터가 운 이나세계 규모의

시설로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KINTEX 시장 면 은 108,483m2로 우리나라 가장 넓

은 컨벤션 시 시설이지만 세계 42 이고 특 호텔

과 컨벤션 련 기반 시설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울

의 COEX도 세계 190 수 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해

하노버 산업박람회와 CeBIT가 개최되는 독일 하노버 메

세가 463,275m2로 세계 최 규모이고 랑크푸르트 모

터쇼 등유명 시회가 개최되는독일, 미국, 랑스이탈

리아, 스페인의 세계 15 권 시장들은 200,000m2 이상

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4].

미국의 MICE 산업 인 라 환경을 살펴보면,

McCormick Place Chicago의 컨벤션센터 면 은 총

241,549m2로 세계 8 , NEC Birmingham은 201,634m2로

세계 14 , Orange County Convention Center Orlando의

면 은 190,875m2로 세계 18 , Las Vegas Convention

Center 면 은 184,456m2로 세계 19 를 하고 있다. 그

리고 최근 MICE 산업 유치에 극 나선 국도 우

에 340,000m2(세계 4 ), 충칭에 204,000m2(세계 13 ),

SNIEC Shanghai 200,000m2(세계 17 )와 같은 형

컨벤션 센터를 개장하여 아시아 시장의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5,6].

Table 1. Status of Convention Center in Korea, 2016
(단 : m2)

Region
Convention

Center

Meeting

Place

Exhibition

Place

Open

Year

Seoul

COEX 11,123 36,007 1988

SETEC 1.093 7,948 1999

aT Center 657 7,422 2002

DDP 7,714 2014

Busan BEXCO 8,351 46,380 2001

Incheon Songdo Convensia 4,020 8,416 2008

Goyang KINTEX 13,303 108,48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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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한국 시산업진흥회(2016), www.akei.or.kr

2.1.2 내  MICE 산업  망

세계 MICE 시장은 1조 612억 달러, 그리고 2017년에

는 약 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우리나라는 2011

년 기 192조원 정도로 꾸 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회의 숙박시설은 총 시면 28만 m2이고

숙박객실수도 객 100명당 0.6개로 많다고 볼 수 없다

[7].

미국의 MICE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호텔

리조트 공 이 부족한 편이나 2017년과 2018년 사이

에 고수익 객을 상으로 하는인센티 시장이

4% 가량 성장할 것으로 망된다. 최근에는 그랜드캐년

등 천혜의 자연 자원을 갖추고 도시와의 근성이 뛰어

난 공항을 갖춘 애리조나 주(Arizona)가 호텔산업에 투

자 정책을 실시하면서 MICE 개최지로 선정되기 한최

의 조건을 갖추었다. 한 하와이(Hawaii)는 호텔 등

타 지역에 비해 물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꾸 히 기업

회의 목 지로 각 을 받고 있다. 미국수도인 워싱턴 디

씨(Washington D.C.)와 뉴욕(New York), 시카고

(Chicago)는 통 으로 높은 개최 순 를 가진 도시이

지만, 최근 유니크 베뉴(Unique venue) 경험을 수 있

는 지역으로 캘리포니아 와인 생산지인 나 밸리(Napa

Valley), 그리고 몬테 이(Monterey)나 산타클라라

(Santa Clara)같은 새로운 지역도 부상하고 있다[8].

싱가포르나 국,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아시아지역에

서는 국이 신규호텔 건립에 투자하면서 상하이, 베이

징, 우 등이 MICE 개최지로 부상하고 있다. 호텔이

나 항공과 같은 요건뿐 아니라 안 과 치안도 개최지 선

정의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 싱가포르 같은 안 한 이미

지가 강한 나라는MICE 개최지로서 유리한 조건을갖추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 MICE 복합단지의 풍부

한 숙박과 식음시설 카지노를 비롯한 테마 크 등 다

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과 국제공항 인 라를 갖춘

MICE 강국이라 할 수 있다. 싱가포르에 비해 우리나라

는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국가 이미지나 인지도

가 상승하 으나 MICE 개최지로서는 비교 새롭게 부

상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8]. 이러한 사례들은 우

리나라 MICE 산업 발 을 해 유니크 베뉴(Unique

Venue)와 MICE 복합단지 개발을 통한 MICE 환경 개선

을 시사하고 있다 .

2.2 미 과 한  MICE 산업  책 비

2.2.1 한  MICE 산업  경쟁  강화 책   

2016년 기 세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총 건수는

11,000건으로 2015년 12,350건보다 어들었다. 그러나

한국은 2016년 997건을 개최하여 세계시장 유율

9.5%(2015년에는 7.5%)로 1 를 기록하 다. MICE 목

외래객 수는 2011년 95만 명에서 2015년에는 156만 명으

로 1인당 소비액도 2011년에 2,585달러에서 2015년 3,127

달러로 증가해왔다. MICE 목 방문객들의 1인당 소비

지출액은 일반 객(1,715 달러, 2015년 기 )에 비해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MICE 행사 개최 생

산유발효과는 17조 8천억 원, 소득유발효과는 2조 9천억

원, 고용이 16만 4천여 명으로 고용효과와 경제효과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9]. 이러한 성장은 MICE산업을 2009

년 정부의 17개 신성장동력 하나로 지정하여 정부정

책 차원의 육성지원이 지속 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하겠다.

Table 2. Economic Effect of MICE Industry, Korea
(단 : 백만 원, 명)

효과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Effect on Production
Inducement

12,205,463 5,618,307 17,723,770

Effect on Labor
Inducement

128,726 35,465 164,192

Effect on Income
Inducement

2,171,367 706,569 2,877,936

Effect on Value Added
Inducement

4,655,477 1,884,701 6,540,179

Effect on Import
Inducement

881,341 1,898,697 2,780,039

Effect on Indirect Tax
Inducement

497,178 275,403 772,582

* 자료: 한국 공사(2011), 2010 MICE산업통계조사연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CVB(Convention & Visitors

Bureau) 개설 국제회의 시설의 확충 등 인 라를 갖

추어 국제회의 유치와 지원업무를 담당했고 재도 인천

Daejon
DCC 4,064 2,520 2008

Daejon T.E. Center - 4,200 1995

Gwangju KDJ Center 4,313 12,027 2005

Jeju ICC Jeju 9,133 2,395 2003

Changwon CECO 2,784 7,827 2005

Daegu EXCO 7,436 22,159 2001

Gumi GUMICO 953 3,402 2010

Gunsan GSCO 1,825 3,697 2014

Gyungju HICO 3,421 6,27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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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컨벤시아 등 시설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체육

부는 진일보하여 2016년부터 기존 컨벤션 산업 주

의 정책에서 종합 인 MICE 산업 책 마련을 해 3

략과 7 과제를 선정하 다.

첫 째, MICE 산업 발 기반 조성 략을 실행하기

해 동반성장 여건 마련과 지역 육성체계 개선 과제를 설

정하 다. 동반성장 여건 마련을 해 2017년 한국

공사와 지역컨벤션뷰로 간에 ‘공정경쟁 약’을체결하여

공사는 국제 MICE 행사 유치 통합 마 을지원

하고 지역은 안 과 장소 제공 등 행정 지원을 원칙으

로 수립하 다. 뿐만 아니라, 행사 주최 측과 국제회의기

획업(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 간에 ‘공정거

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국제회의기획업 선정과정에

서 가 발주라든가 지 재산권 불인정 등 불공정 행

사례집을 발간해 홍보와 교육 등을 개하 다. 그리고

지역육성체계 개선을 해 2017년부터 매 해 공사와

11개 지역 컨벤션뷰로가 참여하여 정보 공유 확 동

일 행사 복 유치경쟁 방지를 한 ‘통합마이스 마

계획’을 수립하 다. 한 지역 컨벤션뷰로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평가제도로 개편하고 지역특화 컨벤션

지원 체계화를 해 지역의 독창 인문화 콘텐츠를

발굴, 육성할 수있는 지원제도를 세분화하 다. ‘홈 앤드

어웨이(Home & Away)’ 개최방식을지원하여 지역컨벤

션의 국제화를 지원하며 ‘컨벤션 닥터 로그램’을 운

하여 지역 컨벤션 운 을 지원하고 컨설 하는 시스템

을 마련하 다[10].

둘째, MICE 산업 육성 고도화 략을수립하여업

계 지원 확 , 인력 양성 창업 활성화와 유 산업 경

제 효과 제고를 과제로 선정하 다. 문체부는

2017년에 ‘ 진흥개발기 융자업무처리지침’을 개정

하여 MICE 산업부문에도 융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

다. 아직까지 국내 수 에 머물러 있는 국제회의기획

업(P.C.O.)의 국, 동남아 등으로의 시장 개척을 독려하

기 한 산 지원체계를 마련하 다. 뿐만 아니라

MICE 산업의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MICE 산업에 한

별도코드를 부여하고 MICE 산업의 경제 효과가 제

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 다. MICE 산업 종사자들은

일반 사업체 보다 임시 일용 근로자 비율(26.7%

vs2. 17.4%)과 이직자 비율(20.3% vs. 18.9%)이 높아 인

력 양성 창업 활성화를 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 ‘MICE 인턴십’을 확 하여 2016년 90명 정도를

2017년 120명, 2018년 150명 규모로 확 하여 정규직

환을 유도하고 ‘유스컨벤션(Youth Convention)’을 구성

하여 실제 컨벤션을 기획·운 하는 로그램을 지원한

다. 특히, 유수의 국제회의기획업 표 등이 참여하는

‘MICE 멘토단’을 구성하여 창업 컨설 을 지원하고창업

활성화를 한 ‘스타트 업 카페’를 신설하 다[10].

무엇보다 유 산업의 경제 효과를 높이고 행사

이후 참여를 활성화하기 해 체류기간을 연장시키

는 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단체 맞춤형 문화 로그

램 동반자 상 맞춤형 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

고자 하 다. 재방문율을 높이기 해 다양하고 세심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홍보하고 국립 앙박물 이나 국립

미술 , 국립 앙극장, 국립 국악원, 술의 당, 국

민체육 과 같은 유니크 베뉴(Unique Venue)를개방, 확

하여 MICE 개최 선정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 다. 참

고로 개최지 선정요인 정부 지원이 61.9%로 가장 높

고 두 번째가 개최지 매력도(32.7%), 그리고 컨벤션 시설

이 28.2%로 세 번째 결정 요인이었다(국제회의 주최자

219명 상 2015년 컨벤션 유치 경쟁력 조사를 근거로

함.)[9].

세 번째 략인 MICE 분야별 마 역량을 강화하

고 로벌 네트워크를 체계 으로 리하는 정책을 수립

하 다. 우선, 해외 마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해 기

존의 5개 MICE 거 지역, 즉 뉴욕, 런던, 베이징, 태국,

싱가포르에 동경, 우, 베트남을 추가해 총 8개 거

지역으로 늘리고 국, 일본, 호주 등경쟁국들은 이미 실

시해온 ‘마이스 앰버서더(MICE Ambassador)'를 운 하

는 등 지속 이고 극 인 마 시스템을 마련하 다

[10]. 이러한 꾸 한 정책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 컨

벤션 개최건수는 2016년 1 를 차지하는 결과를 나았다.

그러나, 수 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 부문의 성장과 보

상 (Incentive Tour) 시부문에서 다각 인 발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able 3.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in 2016

country No. of MICE
Rank by Year

2016 2015 1014

Rep. of Korea 997 1 2 4

America 702 4 1 1

Singapore 888 3 4 3

* 자료: UIA, International Meetings Statistic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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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미  MICE 산업 경쟁  강화 책

미국은 규모 컨벤션센터와 시장, 숙박, 엔터테인

먼트, 편리하고 다양한 항공 교통 등 MICE 련 인 라

가 충분히 갖추어진 MICE 선진국으로 일찍부터 MICE

산업이 발달하 다. 를 들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2010년한 해 3천 7백만명 정도가방문했고 매주 16개국

에서 144개 직항노선으로 21,500명의 승객이 왕래하고

있다. 이러한 MICE 환경으로 인해 2004년에 이미 미국

의 MICE 참가자 직 소비액이 약 1,223억 달러로 당시

미국 GDP의 1.031%를 차지하여 GDP 공헌도 면에서 29

에 해당하는 규모 다. 정규직 기 고용창출은 171만

개, 세수효과는 214억 달러에 달해 세계 최 규모로 나

타났다. 2009년에는 UIA 기 국제회의 건수가 1,085건

으로 체 회의 시장 유율 9.4%, MICE 산업 공 지표

인 회의, 시장 면 도 2006년 기 6,129.981m2 규모로

세계 1 를 차지하 다[11].

미국 시카고의 ‘McCormick Place’, 올란도의 ‘Orange

County Convention Center’, 라스베이거스의 ‘Las Vegas

Convention Center' 같은 미국의 컨벤션 센터의 강 은

첫 째, 규모면에서 형 컨벤션 공간으로 라스베이거

스 ’Sands Expo'에서는 한 층에서 만 명이 한꺼번에 식

사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는 것과 둘 째, 컨벤션 센터

가 인근의 형 숙박시설과 직 연결되어 있거나 근거

리에있어편리하게 이용가능하며, 셋째, 첨단의 기술력

을 활용한 편리한 시설을 완비하 다는 , 그리고넷 째,

주변에 풍부한 볼거리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엔터

테인먼트 와쇼핑 시설을 갖춘 복합 단지 혹은 클러

스터를 형성하고 있다는 이다.

라스베이거스는 2000년 부터 도박의 도시 이미지

를 벗어나 태양의서커스, 마술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재

미의 엔터테인먼트 도시로 바꾸고자 하는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후 경제 효과가 큰 MICE 개최도시로서의

포지셔닝을 하면서 국제행사 주최자를 상으로 엔터테

인먼트 기능이 강화된 복합문화지구 회의 개최장소로

서의 라스베이거스를 극 홍보했다[12].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청(Las Vegas Convention & Visitors

Authorities)은 2013년, ‘ 로벌 비즈니스 지구’ 개발 계

획을 발표하면서 단순한 복합 단지를 넘어북미 최

시장을 갖춘 컨벤션 센터 건립을 비롯하여 컨벤션과

비즈니스 기능을 모두 갖춘 로벌 비즈니스 지구의 거

으로 삼을 목 으로 10여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향

후 2025년경 완공 정인 ‘ 로벌 비즈니스 지구’와 복합

문화지구의 결합은 주변 시설집 화에 의해 MICE 참가

자들의 소비지출을 진시키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높

여 컨벤션 개최지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상된다. 이 계획의 2단계인 2016∼2018년까지 라스베

이거스 컨벤션 센터 증축을 해 23억 달러(2조 7천억

원)을 투자하여 진행하며 2015년 리베라 호텔 & 카지노

(Riviera Hotel & Casino) 지를 약 1억 8천만 달러(한

화 2,200억 원)에매입하여컨벤션센터 시설 확충과 인근

도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3단계(∼2022년/∼2025년) 개

발계획에는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역을 네바다 남부

지역의 교통허 로 개발하여 라스베이거스의 표 호

텔, 카지노, 리조트가 치한 ‘스트립’지역과 ‘비즈니스지

구’와의 연계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남부 네바다

지역에 36억 달러의경제효과와 6천여건의일자리가 창

출 될 것으로 상되어 복합문화지구와 연계되어 MICE

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새로운 복합지구 개발 형식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MICE 참가자의 다

양한 경험 제공을 해 리몬트 이스트 엔터테인먼트

지구를 재정비하여 공 에 매달려 도심을 보며 타워

사이를 이동하는 ‘슬롯질라(SlotZilla)’와 규모 스크린

에서 감상하는 ‘비바 비 라이트 쇼(Viva Vision Light

Show)를 비롯해 다채로운 음악가들의 라이 공연 같은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넘치는 명소조성 정

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13].

라스베이거스는 가족단 방문객들을 한 다양한 경

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도심을

정비했다. 를들어, 가족 친화 으로 온가족이 즐길수

있는 ‘다운타운 컨테이 크’는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호텔이 즐비한 ‘스트립’ 지역과 차별되어 컨테이 큐

상 과 놀이터, 아이들을 한나무 의 집(Tree House),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스토랑이 있고 연 특별 이벤트

가 진행되어 가족들을 한 놀이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

라 소규모 비즈니스의 집합체로 지역사회경제에도 도움

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건설에만 5년이 투

여되어 2014년에 스트립 지역의 문화 심으로 오 한

‘링크 로머네이드(LINQ Promenade) 산책로에도 세계

에서 가장 높은 람차인 하이롤러(High Roller)와 독특

한 상 들, 스토랑, 룩클린 풍의 콘서트 장인 룩클

린 볼(Brooklyn Bowl), 오락 시설등이 집결된 야외 복합

시설도 MICE 참가자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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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자 하는 라스베이거스의 정책을 잘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MICE도시 정책에 힘입어컨벤션

로벌 비즈니스, , 을 목 으로 하는 라스베이

거스 방문객이 2010년에 증하여 미국 체 방문객의

18%에 달하는 수치로 증가하 다[13].

2.3 향후 MICE 산업  추

2018년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국 등의 경제 성

장세 세계경제 회복동향과 인도, 국, 아르헨티나, 인

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등 신흥시장의 성장과 핀테크

산업, 블록체인기술, 비트코인 등 성장하는 신흥 산업

은 지식 공유와 네트워킹 형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MICE 산업에도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핀테크 같은 융업 신기술의 등장, 국, 한국, 인도의

건설업 성장과 안정화 단계에 어든 제약 산업, IT산업

과 련된 지출 증 로 인한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은 지

식공유를 한 인센티 로그램, B2B 미 과 다양한

련 이벤트 등 정보공유를 한 활동이 다양하게 개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스토리

텔링을 통한 메시지 달이 요해짐에 따라 컨벤션, 박

람회, 비즈니스 이벤트 등이 주요한 마 수단이 된다

[14].

이러한 경제 동향을 배경으로 향후 MICE 산업의

추세 망은 첫 째, 교류 허 (hub)로서의 역할에 충

실한 행사 운 방식 변화가 상된다. 그것은 기존의 딱

딱한 회의 환경에서 집 력과 참여자간교류를 진시키

고 안락함을 수 있는 회의 가구나 분 기 조성 등을

활용한 편안한 참여 환경조성이다. 를 들어, 의 딱

딱한 형 테이블 신 참여자간의 화를 진시킬 수

있는 소형 테이블이나 원형 테이블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참가자간의 다양한 교류와 네트워

킹(Networking)을 진하기 해 다양한 아이스 이

킹(Ice Breaking) 행사를 진행하는 추세이다. 더 나아가

서 실시간 스트리 을 사용하여 웹 공간에서 더 넓은 네

트워킹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 까

지의 볼펜 같은 기념품이나 단지로 가득했던 기념품

백의 시 를 끝내고 디지털 스웨그 백(Digital Swag

bag)이 늘어날 것이다. 디지털 스웨그 백은주최 측이 참

가자들에게서 받은 데이터에 기 해 개인취향과 선호를

겨냥한 마 을 가능하게 한다. 그만큼 MICE 산업에서

도 개개인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섬세한 마 이

주요해진다는 것을 측할 수 있다.

둘 째, 참가자 경험을 극 화하기 한 다양한 모색이

라 할 수 있다. MICE 행사에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

나 웰니스(Wellness) 개념은 음식, 디자인, 휴식 시간, 간

식, 정신 건강 로그램 등에 용되고 있다. 를 들어,

회의 아침마다 1분 명상을 진행하고 건강식을 제공하

며 정신건강에 한 세미나를 열어 참가자들이 회의에

온 히 집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한 3일간 연속

회의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집 력 향상을 해 마사지

존(Massage Zone)이나 이 존(Play Zone)을 두기도

한다.

셋째, 참가자의경험의질을 시하는트 드 놀이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 간 친 감을 이끌어 내려는 경향

이 강화되고 있다. 를 들어, 2017년 맨체스터에서 열린

‘ 이풀 러닝 컨퍼런스(Playful Learning Conference)

에서 참가자들에게 트 터 계정과 인형을 하나씩 비해

오도록 하여 행사 기간 내내 인형을 납치하고 몸값을 지

불하는 ‘놀이’가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즐거운 경험을 유

도하 다.

넷째, 테러, 허리 인, 지진, 홍수등의문제같은개최

지의 안 문제는 항상 MICE 개최지 선정에 향을 미

친다. 이러한 문제에 응하기 해 참 객으로 장한

사복 보안요원(Peer Security)을 활용하기도 하는 등 안

문제는 더욱 요시 다루어질 것이다.

다섯 째, 참가자들은 MICE 행사에 단순히 참가하고

그치기보다는 참가를 통해 사회 문제에 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를 들어, CPO 핸

서비스(CPO Hanser Service's)는 소아마비 근 을 해

‘Caps against Polio' 행사를 벌여 병뚜껑 500개를 모아서

내는 간단한 행 로 어린이 한 명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벌여 참가자들이 특정 문제를 직

해결했다는 자 심을 고취할 뿐 아니라 과 직 소

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 것이다[10]. 국내외 으로

기업의 사회 책임이나 환경보호에 한 심이 고조되

면서, 그린 MICE 기 마련과 용이 확산되는 등 친환

경 아이디어와 결합한 그린 MICE(Green MICE) 정책

이 확산될 망이다.

2.4 MICE 활 화 책 행연  

MICE 산업의 활성화 정책과 련된 연구로 권규홍과

이인재(2006)는 MICE 산업 활성화 요인을 인 라,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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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MICE 공 업, 정책 요인으로분류하면서 정책요인

은 정부가 인 라 구축과 도시환경 공 부문에 개입

하면서 MICE 산업을 지원하는 제반 노력으로 정의하

다[5]. 이어 서혜림(2014)은 ‘MICE 련 기반시설’, ‘개최

지 환경’, ‘MICE 공 부문’, 그리고 ‘MICE 산업 정책’을

심으로 연구하면서 MICE 계자 설문조사와 활성화

요인의 계량화를 통해 MICE 산업 활성화 요인 인

라 구축이 가장 요한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도시 인

라 정책이 가장 가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하

다. 한, MICE 련 업계 간 네트워크나 MICE 산업과

산업과의 연계 구축이 요하다고 주장하 다[6].

련 선행연구를 통해, MICE 도시 인 라 정책과

련 업계 간 네트워크 산업과의 연계가 MICE 산

업 활성화의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연

본 연구는 문헌검토, 사례조사 정책 분석, 문가

자문 내용분석을 활용하 다.

문헌검토는 MICE 산업의 동향, MICE 산업의 융· 복

합 특성, MICE 개최지 선정요인 미국과 우리나라

의 MICE 산업 정책을 기존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주

요 정책으로 ‘MICE 인 라 련 정책’, ‘개최지 환경개선

정책’, ‘MICE 공 부문 련 정책’을 심으로 고찰하

다.

특히, MICE 산업 육성 정책 방안은 MICE 산업 련

업계 계자들(인천 공사, 문 PCO 표, 호텔 회의

이벤트 련업무 담당자 표)의 의견수렴과기존

련 연구[5,6] MICE산업의 세계 동향을 기반으로 설

정하 다.

MICE 산업 활성화 정책을 심으로 미국과 한국의

MICE 산업 육성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MICE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3.1 문가 견 수   시사

MICE 련 산업 분야의 문가 4명이 우리나라

MICE 산업 발 방안과 정책에 해 필자가 기존 연구

나 사례를 통해 정리한 내용을 미리 제시하 다. 즉, 우

리나라 MICE 산업 인 라 확충의 요성, MICE 산업

유치 략 정책 방안의 요성, MICE 산업 련 다양

한 로그램 마련의 요성, MICE 산업과 연계하여 시

지를 낼 수 있는 융복합 산업 연계 방안의 요성, 미

국의 라스베이거스 사례를 통해 단순한 복합 단지가

아닌 지역 비즈니스 연계 방안 등 MICE 산업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 등에 해 제시하 다.

이를 기반으로 련하여 는 이외의 의견을 자유롭

게 개진토록 요청, 취합 후 내용분석 하여 그 복된

내용을 제외하고 총 6개의 정책 제안으로 요약하 다.

첫 째, 우리나라 MICE 산업은 컨벤션을 비롯한 회의

산업에 치 해왔으나 향후 보상 (Incentive Tour)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수용태세를 정비하고 참여자들

에게 스토리를 수 있는 기획력과 지역의 문화와 비즈

니스가 인센티 을 통해 함께 발 할 수 있는 정책

이 필요하다. 를 들어, 아오란 그룹의 인센티 투어행

사에서 당시 국에서 선풍 인기를 끌었던 ‘별에서 온

그 ’ 드라마 촬 지 인천을 ‘소원이 이루어지는곳, 인천’

이라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기획하면서 월미도와 송도석

산 등 인근 지를 연계한 것처럼 보상 기획에 스

토리와 지역 지 지역 비즈니스와의 연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 째, 향후 MICE 시장이 아시아로 확 되는 상황에

서 싱가포르, 국, 일본, 태국, 인도 등지와 경쟁우 를

하기 해서 데이터 마이닝과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 이고도 략 인 시장 분석에 기반을 둔 유치 마

략을 수립하고 민- 동체계로 개할 필요가

있다.

셋 째, 성공 MICE 행사를 해서는 인 라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미국, 싱가포르 같은 MICE 선진국 규모

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K시리즈, 즉 K-pop,

K-beauty, K-drama, K-medical(의료 ), IT 산업과

K-MICE 산업의 융·복합 콘텐츠를 극 활용하여 시

지를 낼 수 있는 정책 모색이 요하다.

넷 째, 그동안 우리나라는 MICE 산업의 양 팽창 정

책에 치 해 왔으나, 참가자의 독특한 체험과 재미와 엔

터테인먼트를 제공하고 의료 [15], 한식 , 쇼핑

과 같은 우리나라만의 틈새 상품을 개발하여 연

계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한 특별한 경험을 강화할 수

있도록 MICE 산업과 이벤트 산업 연계 정책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 째, MICE 산업에서 공유경제 성장 추세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 랫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 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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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간 균형과 소비자 보호, 안 , 서비스 품질 규제 등을

반 하여 기존 련규정 개정이나 신규 규정 정립 등 정

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 째, MICE 개최지로서 안 보안, MICE 상품

품질, 교육, 환경에 한 표 을 마련하여 MICE 선진

국다운 정책 뒷받침이 요구된다.

4. 분 결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MICE 산업의 발 방향과 정책

수립 기반을 제시하고자 기존 연구와 미국의 사례

MICE 산업 동향과 련 분야 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내용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MICE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방안을 도출하 다.

첫 째, MICE 인 라 규모 측면에서 형 복합

단지 혹은 클러스터 조성으로 MICE 참가자들에게 편리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

국에 비해 인 라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울, 인

천 등 국제공항과가까운 지역을 심으로 MICE 복합단

지를 육성 발 시키는 정책을 지속 으로 추진하면서,

각 지역은 지역 특색과 스토리가 있는 MICE 상품을 개

발하여 특화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K-시리즈를 극 활용하여 융·복합 콘텐

츠를 극 진하는 정책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 시설 제반 인 라 면에서 MICE 참가자들의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인근 공항이나 교

통인 라를 갖춘 MICE 복합단지의 명소화 정책이 요구

된다.

둘 째,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MICE 환경 면에 있어

MICE 산업과 지역의여타 비즈니스를 최 한 연계할수

있는 거 지구를 구획하여 MICE 참가자들의 소비지출

을 진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함으로써 ROI(Return of Investment)를 높이려는 정책을

극 실천해야 할 것이다.

셋 째, 한국과 미국의 워싱톤 디씨(Washington D.C.)

나 서울, 뉴욕, 시카고, 부산 같은 수도나 도시 외에 미

국의 와인 생산지, 나 벨리(Napa Valley)처럼 다양한

매력과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유니크 베뉴(Unique

Venue)의 개발을 통한 MICE 명소 조성정책이 필요하다.

넷 째, MICE 개최지의 가족 친화 (Family Friendly)

시설과 환경 조성이 더욱 요구되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

도 이에 한 정책 응이 필요하다.

다섯 째, MICE 공 부문에서참가자들의 교류를 진

시키지 한 행사운 방식이나 행사장 디자인, 참가자간

네트워킹을 유도하기 한기술의활용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행사 참가자들 간교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세

심한 운 과 로그램 한 기술 활용의 확 를 의

미한다.

여섯 째, MICE 참가자들의 경험의 질 추구 욕구를 충

족시키지 해MICE 로그램에 ‘재미’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사회 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이벤트

(Event)나 로그램 기획 등 MICE 공 부문에서 소

트웨어 측면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일곱 째, 국내외 으로 지구환경보호에 한 사회

심과 책임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린 MICE’ 기 마련과

인증 등 련 정책을 정비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 째, MICE 산업의 경제 효과 제고와 개최

지로서의 매력도 향상을 해 연계 정책을 극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에비해서 의료시스템이나의료

기술과 시설이 우수하므로 의료 상품을 MICE 산업

과 연계한 특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 분야도

2009년이후 MICE 산업과 함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선

정되어 정책 육성 덕분에 2009년 이후 의료 객이

연평균 37.3%의 지속 성장세를 보 으며 건강 련 여

행 수지도 2011부터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형의료기술 뿐 아니라 한방의학이 발달되었으므로 한

방물리요법, 한약재, 침, 뜸 등의한방치료를 우리나라 문

화, 음식, 온천, 휴양림 등 지역 고유의 건강과 연 된

자원을 활용하여 의료 상품을 개발하고[15,16]

MICE 상품과 연계함으로써 MICE 참가자의 만족을 제

고할 뿐 아니라 특화된 MICE 상품으로 인해 경제 시

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MICE 산업 활성

화 발 방안은 인 라가 우리보다 우세한 미국과 비

교하여 비교 우 를 할 수 있는 우리만의 창의성과 콘

텐츠를 발 시키기 한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MICE

산업 발 을 한 략 거름이 되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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