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 공고 제2020-003호

2020년도 고양시 MICE 지원계획 공고
고양시 특화 전략산업 및 유망 산업과 연계한 MICE행사를 유치 또는 개최하고
고양시의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도 고양시 MICE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사단법인 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한 MICE 개최지로서의 고양시 역량 강화
○ MICE 지원제도를 통한 고양시 도시마케팅 효과 극대화
○ 고양시 전략산업 및 도시개발과 관련된 MICE행사 유치를 통해 도시브랜딩 및 도시경쟁력 확보

□ 지원개요
○ 지원단계 : 유치, 홍보, 개최 단계별 지원
○ 지원대상 : 국제회의,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대형 이벤트
○ 지원기준 : 행사규모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따라 차등지원

2. 국제회의 지원 (최대 45,000천원)
단계

유치
지원

지원 대상

고양시로 유치
추진하는 외국인
100명이상,
전체 참가자
300명 이상의
국제 MICE행사
유치활동

구분

지원금

기타
지원

지원항목
(승인된 지원금 한도 내에서 아래 항목 선택사용)
• 기념품, 홍보물(인쇄물, 배너, 영상물)제작비
• 유치제안서 PT 제작비 및 인쇄비
•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비
• 홍보부스 제작비
• 유치단 숙박, 항공, 등록비
※ 유치 추진기관(대행사 1인) 포함 최대 2인
※ 항공은 이코노미석, 숙박은 스탠다드룸, 행사기간 한정
• 유치컨설팅
• 유치 지지서한
• 유치제안서 자료 지원
• 고양시 현장 답사
• 해외 공동 유치활동(사전협의 必)
• 고양시 홍보영상 및 웰컴팩 지원

- 1 -

지원액

최대
1천만원

-

• 기념품, 홍보물(인쇄물, 배너, 영상물) 제작비
•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비

고양시로 유치

홍보
지원

개최
지원

확정된 외국인
100명 이상,
전체 참가자
300명 이상의
국제
MICE행사를
위한 해외
홍보활동

2020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상세기준은
하단 참고)

지원금

• 홍보부스 제작비
• 홍보단 숙박, 항공, 등록비
※ 홍보 추진기관(대행사 1인) 포함 최대 2인
※ 항공은 이코노미석, 숙박은 스탠다드룸, 행사기간 한정
• 고양시 홍보영상 및 웰컴팩 지원
• 고양컨벤션뷰로 SNS를 통한 행사 홍보

기타
지원

지원금

•
•
•
•
•
•

기념품, 홍보물(인쇄물, 배너, 영상물) 제작
고양시 소재 회의장(센터, 호텔 등) 임차료
공식 연회비(환영 리셉션, 갈라디너) 및 공연
행사 개최를 위한 장비 및 기자재 사용료
고양시 소재 관광시설 입장료 및 투어버스
해외연사 초청비(항공료, 숙박료)

• 고양시 홍보영상 및 웰컴팩 지원
• 고양 MICE 전문 인력풀 제공

기타
지원

최대
5백만원

-

최대
3천만원

-

* 국제회의 개최 지원금 지원 대상 상세기준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준』에 의거한 국제회의를 고양시에서 개최
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고,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이며,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이며,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
- 기타 중소규모의 국제회의로서 외국인 참가자가 20명 이상, 전체 참가자 200명 이상, 2일 이상
개최되는 회의를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국제회의 지원금 심사기준
지원항목
정량적 지표

지원기준
①전체 참가자수

②외국인 참가자수

<유치 및 홍보 단계>
정성적 지표

④전략적 유치대상
⑤고양 MICE Alliance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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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개최일수

<개최 단계>
④전략적 유치대상
⑤고양 MICE 얼라이언스 활용도
⑥지속가능한 MICE행사 개최 여부
※전략적 유치대상
- 고양시 재개최 회의
- 고양시 관광 프로그램 운영
- 고양시 특화전략 산업 : 스마트시티, 의료, 미래형 자동차 및 드론, 화훼, 기후변화, 신한류문화,
방송영상 (2018~2023 고양 MICE산업 중장기 육성방안 기준)
※고양 MICE 얼라이언스 활용도
- 고양 MICE 얼라이언스 활용 개수에 따라 차등 지원 (호텔 제외)
※지속가능한 MICE행사 개최 여부 (현장 블라인드 모니터링 진행)
- Paperless 행사 운영 : 일회용 제작물 미사용을 필수사항으로, LED, DID 등을 활용
- 친환경 기념품 제작 : 텀블러, 에코백 등
- 친환경 프로그램 진행 : 나무 심기, 로컬푸드를 활용한 오-만찬, 기부 이벤트 등
- 주최 측의 친환경 인증서 취득 : ISO20121, 환경표지, 녹색인증, Earthcheck, Green Globe,
Greenkey 등

3.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지원 (최대 30,000천원)
단계

지원대상

지원항목
(승인된 지원금 한도 내에서 아래 항목 선택사용)
• 유치컨설팅

유치

2020년 고양시에서

지원

50박 이상 숙박하며
외국인 참가자 수
10명 이상의
기업회의 및

개최
지원

인센티브 관광

• 유치제안서 자료 지원
• 고양시 현장 답사
• 해외 공동 유치활동 (사전협의 必)
• 고양시 홍보영상 및 웰컴팩 지원
• 고양시 소재 숙박시설 숙박료
• 고양시 소재 회의장(센터, 호텔 등) 임차료
• 고양시 소재 관광시설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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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형 이벤트 지원 (최대 10,000천원)
※주된 행사가 국제회의,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을 제외한 대형 이벤트
단계

지원항목

지원대상

(승인된 지원금 한도 내에서 아래 항목 선택사용)
• 유치컨설팅
• 유치제안서 자료 지원

유치

2020년 고양시에서

지원

2일 이상 개최하며

• 해외 공동 유치활동 (사전협의 必)

외국인 참가자 수

• 고양시 홍보영상 및 웰컴팩 지원

• 고양시 현장 답사

50명 이상,
전체 참가자
개최

3,000명 이상의

지원

대형 이벤트

• 고양시 소재 숙박시설 숙박료
• 고양시 소재 행사장(센터, 호텔 등) 임차료
• 고양시 소재 행사장 조성비 및 장비렌탈비
• 행사 홍보물 인쇄 및 제작비
• 행사 보험 가입비

5. 지원금 지원신청 절차
○ 신청기간 : 2020.3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시기 : 유치, 홍보, 개최 시점에서 최소 1개월 전
○ 신청방법 : 고양시 MICE 지원신청 시스템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행사계획서
○ 결과통보 : 내부심사 후 공문을 통한 결과 통보

6. 지원금 결과보고 절차
○ 제출기한 :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 고양시 MICE 지원신청 시스템 및 원본 우편 제출
○ 제출서류
⑴행사 결과보고서
⑵지원금 정산내역서
⑶원본 대조필 날인된 정산 증빙서류 (지출 증빙 포함) ※간이영수증 불가
⑷지원금 수령기관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⑸전체 참가자 명단 (이름, 국적, 소속, 이메일 필수)
⑹지원금 사용처 사진
⑺고양시 및 고양컨벤션뷰로 영문 후원명기 삽입 홍보물 사진 (최소 2건 이상)
※기타 ○ 주최기관 및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협조
○ 주최기관의 국제회의 개최실적 및 개최예정 회의 정보 제공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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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기관이 PCO·대행업체로 지원금 지급을 위임할 경우, 아래 서류 제출 필수
- PCO·대행업체로 지원금 지급을 위임한다는 주최기관장 명의의 위임장
- 주최기관과 PCO·대행업체 간의 행사계약서 (날인 必)
- PCO·대행업체의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7. 지원금 삭감, 취소, 반환 조건
○ 참가자수 과다계상(30% 이상) 등 허위정보에 의거하여 지원금이 결정 또는 지급되었을 경우
○ 지원금 신청서류 및 결과보고 제출서류 미비 시
○ 지원금 지원조건 미 이행 시, 혹은 제출기한 미 준수 시
○ 승인된 행사 외의 행사(부대행사 포함)에서 고양시 및 고양컨벤션뷰로 후원 명기 또는 로고 무
단 사용 시
○ 고양시를 개최지로 유치 혹은 홍보를 추진하여 지원금을 수령 후 개최도시를 변경할 경우 (법
정이자 등 포함)
○ 지원여부 통보 후 또는 기 지급된 경우라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삭감, 취소 또는 반환 여부는 고양시 및 고양컨벤션뷰로 내부 결정에 따름

8.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 불가 행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최·주관 행사, 종교 행사, 공무원·학생 연수 목적의 행사,
전시회, 박람회, 기존 3회 이상 지원 행사
○ 유치, 홍보, 개최 각 단계별 지원은 같은 회계연도에 집행 불가
○ 유치 및 홍보 단계의 지원 대상 인원은 이전에 개최된 전차대회와 관련된 자료 증빙 必
○ 항공지원은 고양시 개최예정 행사의 전차대회 혹은 개최회의에 한하여 지원
○ 홍보 단계 지원은 개최예정 행사의 전차대회 혹은 유관회의에 한함
○ 기념품 및 홍보물 최대 제작수량은 배포대상 규모의 120% 이하로 한정
○ 전체 지원금의 60% 이상은 고양시 관내업체에서 사용
○ 상기 지원금 항목 외 지원금 사용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은 심사 후 최종 승인금액 내에서 신청기관의 선(先)집행, 후(後)지원금 지급
○ 타 기관,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항목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 예산집행은 기 제출한 행사계획서에 의해 집행해야 함
○ 사업계획 변경(계약서 상 베뉴 면적, 행사기간, 명칭, 행사장소 등), 예산항목 변경, 사업자 및
사업장 변경(사업자등록증상의 회사명, 대표자, 주소 등) 등 변경내용에 대해 행사 이전에 반드
시 통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해외주최자가 지원금 신청 시, 해외주최자가 공식 계약한 국내대행사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 신청년도에 승인된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 12월 개최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금 선(先)지급 후, 정산 예정
※ 문의처
MICE지원 안정희 대리 ☎031-927-9934, dora.an@goyangcv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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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0 고양 MICE 얼라이언스 명단 ※명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회원사명
(주)포디비전
메가박스 킨텍스점
CGV 일산
멕스포(주)
(주)세종이앤알
앤트팩토리
스카이컴
소노캄 고양
오프너디오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마운트
(주)메쎄이상
이코리아투어 여행사
(주)인텔리전스
(주)글로비원
(주)디엔아이씨
주식회사 메쎄바우
(주)와이어반컬쳐
(주)이노벨커뮤니케이션즈
(주)잡마스터
(주)티앤아이미디어
(주)홈콘서트
(주)크리에이티브가든
주식회사 킨터치
주식회사 킨텍스
탑클래스통번역
티에스엠(주)
파이브스타
팔콘디자인
(주)플랜엑스
한국전통비빔밥 문화체험관
한화아쿠아플라넷 일산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주)이든앤앨리스마케팅
주식회사 글로벌도시인
(k-Tree 호텔 킨텍스)
(주)아임스인터내셔널
트립닷컴
(주)그라운드케이
(주)웨스트월드

주요 사업
4D콘텐츠, 전시영상, 애니메이션, 방송영상
영화 상영, 상품 종합도매
영화 상영, 상품 종합도매
연구학술, 교육, 전시 및 행사 대행
임대업, 도소매, 가구 및 비품 임대
광고 제작, 방송프로그램 제작
전시 및 행사 대행
호텔리조트
국제회의 기획
테마파크 운영
광고 대행, 전시 주최, 전시 대행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
전시 및 행사 대행, 국제회의 기획, 일반여행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행사 운영 대행, 인력 대행 외
실내 건축공사, 전시 및 행사 대행
문화기획 컨설팅, 광고 대행, 전시이벤트
국제회의 기획 및 홍보, 행사 대행
시설 경비, 신변 보호
인쇄, 출판, 디자인 기획
홈콘서트, 전시콘텐츠 유통
화훼, 조경, 소프트웨어 개발
IT, 소프트웨어 개발, 빅데이터
전시 및 컨벤션 유치, 전시회 주관, 부대시설 임대
통역, 번역
사무기기 및 통신장비 임대
브랜드경험, 광고, 디자인
브랜드경험, 광고, 디자인
전시 및 행사 대행, 광고 대행, 인력 공급
비빔밥체험 및 식사
아쿠아리움 운영
백화점
전시장 운영, 부대시설 임대
광고, 홍보, 전시

대표 번호
031-901-4823
031-924-7355
031-931-6600
031-995-6150
031-916-3330
02-6278-2427
010-9039-2881
031-927-7700
02-2038-8975
1566-2232
02-3288-3712
070-7795-6227
031-967-0158
010-9112-1896
02-325-8982
031-913-8077
010-5441-1271
02-533-0097
02-701-0369
02-785-5346
031-903-0663
031-9033-2207
02-565-4237
031-995-8183
1544-0673
02-455-3900
031-811-9115
031-811-9115
02-6952-3345
02-386-9595
031-960-8434
031-822-3190
031-8036-1604
02-3464-3966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관리 대행

010-9476-7767

전시 및 컨벤션 등록시스템 운영
여행업
의전, 수송, 영접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02-2052-6660
02-2251-8823
02-863-3540
031-912-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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