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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MICE행사 운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며, FGI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MICE분

야 업계, 학계 등 전문성을 가진 12명을 선정하였는데 본 연구의 경우 무엇보다 연구내용에 대한 전문성과 특수성이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타당성을 확보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연구기간은 2021년 6월~8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 MICE산업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주최자관점에서 행사 운영 

시 실천해야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항목 도출이 

중요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UNSDGs) 및 관광 및 MICE분야에서 개발되었던 지속가능한 

MICE 연구를 활용한 연구 결과 도출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MICE분야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MICE 개최 

시 활용가능한 주최자관점에서의 이론적, 실무적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속가능한 MICE행사 

개최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 지속가능성, MICE, UNSDGs, 환경, 사회, 경제

Abstract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MICE events, and was 

conducted using the FGI method. Twelve experts in the MICE field, industry, and academia were 

selected as the subjects of the study. The reason is that understanding and specialty of those targets 

provides research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study period was 3 months from June to August 2021. As 

a result,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a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in the MICE industry, and 

in particular, the need for guidelines to be practiced during event operation from the organizer's point 

of view was derived. In addition, to derive items that can be used in practice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and it was necessary to derive research results using internationally recognize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SDGs) and sustainable MICE research developed in the fields of tourism and 

MICE. Therefore, through the verification of such experts in the field of MICE, theoretical and practical 

guidelin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rganizer that can be used when holding MICE were developed.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more effective strategies for hosting 

sustainable MICE even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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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결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스위스, 독 등의 국가는 기존 국가개

발전략과 SDGs를 연계해 강화하였고, 핀란드, 프랑스, 

스위스 등의 일부 국가는 별도의 SDGs 이행계획을 마련

하였다[1].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지속가능경영에 높

은 관심을 보이며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해 자사의 브랜

드 이미지 형성과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2]. 지속가능성

은 미래를 연장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기업의 지속가능

성은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며[3], 기업의 지속가

능성은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환경적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을 통해 경쟁우위를 가지는 종합적인 

경영 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MICE산업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

어져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4-6]. MICE산업의 큰 축을 이루는 컨벤션과 전시 개최

에 있어 참가자 이동에 따른 탄소 마일리지 축적, 프로그

램북 인쇄물, 목공부스 등 일회성 행사물품의 사용이 불

가피한 MICE 산업은 환경오염과 탄소발생의 문제를 수

반하고 있다[7]. MICE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육성을 위

해서는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적 측면의 관리와 행사 주최자의 실천적 

운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지속가능에 대한 개념 확립과 지속가능성

의 속성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최

근 들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MICE 실천을 위한 기준 

확립에 대한 논의와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데 반해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MICE 산업에서 지속가능성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한 도시에 이를 적용하므로서 

지속가능한 MICE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탐

색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MICE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과 MICE 산업 전반에 걸쳐 

실행 가능한 실질적 운영 전략수립 등의 실무적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속가능성

제70차 UN 총회에서 의결된 지속가능발전목표

(UNSDGs)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UN의 공동 목표이며, 지속가능발전은 미래 세대의 필요

를 충족시키면서 현세대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발 활동

으로 사회 및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의미한다[8].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에 맞춰 우리나라도 20년 계획 

기간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 이행과 국가 지속가능발

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해 ‘지속가능발전

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을 제정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

응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9],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한국사회

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발표하였다. 

SDGs 체계는 보편성, 변혁성, 포용성의 특징을 가지

고 있으며, 구체적 목표 설정 및 이행을 강조하고 경제, 

사회, 환경 의제 간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반면[10], 우

리나라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국가 전략 및 정책은 다

소 환경적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속

가능성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되어 있어,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때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세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할 필요

가 있다[11]. 

2.2 지속가능한 MICE산업

사회적 책임(CSR)을 전제로 더 발전된 개념인 공유가

치창출(CSV)은 사회 공헌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기반으

로 전개되고 있다[6]. ESG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인을 포함하는 지속가능경영 방식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보여주기 위한 인

증 수단으로써 기업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

으며, 이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신뢰도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12].

MICE 산업에서도 지속가능성 도입과 발전에 대한 논

의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 MICE 산업의 효과적인 지속

가능발전을 위해 전시컨벤션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항목

을 분석하고 MICE 시설의 세부적인 지표가 개발되었다

[4, 5]. MICE 산업 이해관계자들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경제

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은 참가자 자아존중감에도 유의

미한 영향을 주고 있어[13], MICE 산업에서 지속가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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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MICE 산업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는 관광산업의 탄

소배출량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 중 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14]. 관광산업의 탄소배출 및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녹색관광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지속가능성 개념이 다수 채택되고 있으며[15], 

지속가능 관광 발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MICE

는 이러한 환경적 요소와 더불어 사회적, 경제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및 행사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행사라고 정

의할 수 있다[16-17].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 

MICE 표준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구축해 이를 지속가능 

MICE 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정, 제도적 개선 방안 구축

에 활용하는 등 국내 지속가능 MICE 활성화 방안을 마

련하였다[18]. 이에 지속가능성 속성에 대해 평가하고 분

석했던 기존 연구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MICE 산업을 

위해 바로 도입할 수 있는 운영 방법을 다룬 연구가 필요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인터뷰 및 분석

을 통해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

급한 UNSDGs, TBL(Triple Bottom Line), 한국형 

SDGs(K-SDGs)를 비롯하여 이벤트 지속가능성 관리시

스템인 ISO20121, 9개 업무 영역 총 20개 분류로 개발

된 APEX/ASTM, JMIC(Joint Meetings Industry 

Council)에서 16개국 43개 사례 중심으로 개발한 지속

가능한 MICE가이드 등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가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MICE산업을 위해 MICE행사 

개최 시 주최자가 고려해야하여 실천해야할 기준에 대한 

탐색적 연구이다. 따라서 연구 참가자의 경우 해당 분야

에 대한 전문성과 깊은 이해, 제반 지식 보유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의 원천이 된다[19]. 따라서 본 연

구는 MICE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12명을 대상으로 하

여 FGI(Focus Group Interview)로 진행하였으며, 

2021년 6월~8월까지 3개월 동안 견해 차이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총 4그룹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참가자는 

‘참가자 0’으로 표기하여 Table 1로 정리하였다.  

participants
years of 
working

education field reference

participant 1 10 Ph.D. Association
Practical 

experience

participant 2 15 BS industry

participant 3 25 BS industry

participant 4 7 MS industry

participant 5 18 Ph.D. Academia
Practical 

experience

participant 6 8 MS industry

participant 7 23 Ph.D. industry

participant 8 15 MS Association
Practical 

experience

participant 9 16 MS industry

participant 10 14 Ph.D. Academia

participant 11 16 MS industry

participant 12 21 Ph.D. industry

Table 1. FGI interview participants

3.2 FGI(Focus Group Interview)

본 연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GI(Focus Group 

Interview)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20]가 검증한 인터

뷰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1단계 연구계획, 2단계 참

여자 모집, 3단계 인터뷰 진행, 4단계 분석, 5단계 결과 

도출 단계로 진행되었다. FGI 인원은 6명~10명이 이상

적이라는 선행 연구에 따라 타당성 확보를 위해 12명으

로 인터뷰집단을 구성하였고, 집단을 4개로 구성하여 한 

개 집단의 고유성 요인을 통제하고, 그룹별 비교를 통해 

공통의 내용을 도출하였다[21]. MICE분야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MICE행사 개최

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 도구개발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이처럼 선행연구가 부족하거나 연구도

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

법은 질적 연구 방법이다. FGI는 소규모 그룹의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비구조화된 인터뷰 방법으로서 연구 참가

자 간 상호작용을 중요시한다[22]. 해당 연구방법은 신뢰

성과 타당성이 중요한데, 이는 연구자를 비롯한 연구 참

가자 전문성과 깊은 이해가 요구되며, 전문성을 가진 연

구 참가자들의 지식, 경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

게 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23]. 또

한 양적연구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고, 단순한 설문응답

에서 얻기 어려운 연구 참가자로부터의 깊은 전문성과 

심층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MICE실무 경험이 있는 업계,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FGI방법을 실시하였고, 해당 연구방법은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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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 사료된다. FGI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조기법으

로 문헌 연구 및 현황, 사례 연구를 병행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4. 분석 결과

4.1 개최시설 

주최자가 MICE행사 진행 시 개최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실천 항목을 도출하였다. 해당 베뉴에서 실

천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환경, 경제, 사회 3개 모두 요

인으로 도출되었다.

Action Plan Sustainable factor
UNSDGs 
factor

Recycling and separate collection 
practice checklist and monitoring after 

the event
Environment 15

By utilizing the results of holding a 
sustainable event Post promotion and 

branding
Economy 11

Creating reusable products and 
distributing usage guides

Environment 9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one-stop digital system using digital 

platform

Economy 13

Table 2. Venue

4.2 교통/수송

주최자가 MICE행사 진행 시 교통 및 수송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실천 항목을 도출하였다. 대체에

너지 및 신기술 활용 교통수단 운영 등이 도출되었다.

Action Plan
Sustainable 

factor
UNSDGs 
factor

Recommendation for use of 
transportation that considers the socially 

disadvantaged

Society 10

Guidance on walking and securing and 

recommending the movement of shared 
bicycles

Environment 13

Utilization of green mobility for protocol, 
transport vehicles, and group buses

Environment 13

Priority contract with transportation 
provider using smart alternative energy in 

the region
Economy 7

Table 3. transportation and transport

4.3 F&B

주최자가 MICE행사 진행 시 F&B(Food and Beverage)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실천 항목을 도출하였

다. 지역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활용 및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도출되었다.

Action Plan
Sustainable 

factor
UNSDGs 
factor

Providing meals using sustainable 
ingredients such as local food and 

organic food
Environment 11

Request to include reusable tableware 
and product use in the F&B supplier 

contract

Environment 11

Priority contracts with local eco-friendly 

food and beverage suppliers
Economy 13

Provides a list of restaurants that 

practice sustainability in the region
Society 11

Table 4. F&B

4.4 사후관리

주최자가 MICE행사 진행 시 사후관리 분야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지속가능실천 항목을 도출하였다. 주최자가 

MICE행사 진행 시 사후관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실천 항목을 도출하였다. 지속가능한 행사 개최 

결과 활용 다양한 실천사항들이 도출되었다.

Action Plan
Sustainable 

factor

UNSDGs 

factor

Consider selecting sustainable and 

eco-friendly certified facilities and 
venues

Environment 11

Documented ESG Management
Consider your own MICE facilities

Society 9

Purchasing sustainable and eco-friendly 
produc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Green New Deal policy
Environment 15

Eco-friendly event to build eco-friendly 
innovative MICE ecosystem 

Economy 11

Table 5. Post-event management

5. 결론

본격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브룬트란트 

보고서’로 알려져있는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보고서를 발간하며 시작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미래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능

력을 훼손하지 않고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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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어 제70차 UN 총회

에서 1)빈곤퇴치 2)기아 종식 3)건강과 웰빙 4)양질의 교

육 5)성평등 6)깨끗한 물과 위생 7)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9)산업·혁신·사회기

반 시설 10)불평등 감소 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기후변화와 대응 14)해양

생태게 보존 15)육상생태계 보호 16)정의·평화·효과적인 

제도 17)지구촌 협력, 총 17개의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DGs)를 

193개 UN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의 구체적인 실

천에 대한 논의 속에 MICE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행

사 개최를 위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목적

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은 시사

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MICE산업 및 지속가능한 행사개최를 위한 기준 및 가이

드를 개발하였다. 이는 향후 이론 및 실무 활용 시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다. 둘째, MICE행사 주최자관점에서 

지속가능한 MICE에 대한 인식을 통해 실천가능한 항목

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하여 실질적으로 MICE업계에 효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UNSDGs

와 지속가능성 3요소(환경, 사회, 경제) 각 항목과의 연계

를 통해 실제 해당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MICE를 평가하고 성

과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구이자 탐색적 

연구이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MICE분야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해당 요인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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