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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고양 MICE 육성센터 2차 정례교육 시행계획

❐ 교육 개요
❍ 교 육 명 : 2019 고양 MICE 육성센터 2차 정례교육
❍ 교육일자 : 2019.10.08.(화) 14:00-17:00
❍ 교육장소 : 고양 MICE 육성센터 대회의실(KINTEX 제2전시장 오피스동 903호)
❍ 교육대상 : 고양 MICE 육성센터 입주기업 임직원 및 MICE 집적시설 종사자, 고양 MICE 얼라
이언스 등 고양시 MICE 산업에 관심을 가진 업계 관계자
❍ 교육주제 :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창의적으로 접근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라”
교육명

시간
14:00-15:20

세부 교육내용
Ÿ

장소

MICE산업과 융합 비즈니스 전략
[4차 산업혁명 대비 MICE 신사업 모델 발굴 전략]
고양

고양 MICE 육성센터
2차 정례교육

15:20-15:30

Ÿ

휴식 시간

Ÿ

인공지능 플랫폼이 MICE 업계에 가져올

MICE
육성센터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
15:30-17:00

대회의실

디지털 혁신은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 대비 MICE 마케팅 전략]

❍ 교육배경
- 타 사업분야에 비해 경제적·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MICE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를 반영하여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분야로 사료됨
- 고양시 관내에 등록된 ‘국제회의기획업체’는 11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신규 트렌드 및 산업 전략을 전달하여 MICE 관련 사업자들의 직무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이 MICE 산업에 끼칠 영향을 미리 파악하여 업계 관계자의 신사업 모델 발굴
지원 및 전문성 증진 추구
❍ 교육목적
- 고양시 MICE 업계 관계자(대행사, 기획사, 디자인 및 시설 서비스업) 직무역량 강화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MICE 업계 관계자 전문성 증진 및 마케팅 전략 강의
-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한 MICE 산업 이해증진

❍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이라는 트렌드에 맞추어 MICE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융합 비즈니스 관련 교육
내용을 제시하여 고양시 관내 MICE 관련 사업자 전문성 증진에 적극적 솔루션 제시
- 극소수 거대기업이 독점하는 시장 형성에 대응하기 위해 MICE 업계 관계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져야 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고민할 수 있음
- 인공지능 플랫폼이 가져올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마케팅 전략 등에 대
해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함

❐ 교육 진행방식
❍ 등록 절차
- 담당자 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lisa.yun@goyangcvb.com)
- 교육비 전액 무료
❍ 교육이수증 발급
- 교육이수증 발급이 필요한 참가자는 온라인 접수 시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 요망
- 10/8일 전체 교육 이수시 3시간 인정(일부 참가시 해당 시간에 대해 발급됨)
- 교육 이수증은 사전 신청자의 경우 현장 배부 가능하며 교육 종료 이후 신청 시 이메일 전송
(lisa.yun@goyangcvb.com)

❐ 교육 추진 계획
❍ 교육혜택
- 고양컨벤션뷰로 명의 교육 이수증 제공
- 각 교육 별 강의 자료집(1권) 무료 배포
- 업계 관계자 네트워킹 기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