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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MICE 산업에 대한 환경과 사례 및 현황분석을 통하여 경북 청송군의 시골
형 MICE 산업 유치방안과 관광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청송군
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이에 대한 MICE 산업으로서의 SWOT 매트릭스 분석 전략을
도출하고 지자체의 관광정책 시행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MICE 행사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연계관광프로그램은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광객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과 서비스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둘째, 청송군은 상대
적으로 쉽지 않은 접근성에 대한 약점을 보완할 만한 특색있는 지역 특성화가 필요하고 자연
친화적 그린 컨벤션 관련 행사기획 또는 전통문화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청송군
이 아니면 안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이에 대한 기회요인으로 고속도로 개
통과 대규모 리조트 단지의 조성은 경북 내륙의 유일한 유니크 베뉴 역할을 도울 것으로 기
대된다. 셋째, 지역형 MICE 산업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통하여 단기적인 홍보 유
치활동을 병행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형 MICE 산업을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역량을 강
화해야 한다. 넷째, 넷째, MICE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전문업체와 인력양성에 앞장서
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송군 지역의 각 MICE 산업별 참가자 및 개최자를 위한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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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MICE 산업은 관광산업부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가가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
으며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개최도시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
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 받고 있다(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0).
우리나라는 2000년 ASEM회의를 거처 2005년 APEC회의, 2011년 G20회의 등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아시아의 대표적인 컨벤션국가로 도약하고 있으며(김영미․이양림, 2012), 2009년 정
부가 MICE 산업을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표하면서 관광산업과 함께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
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국제회의 산업의 고부가가치로 인해 아시아 각국의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MICE 산업은 융복합, 새로운 플렛폼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시, 포상관광 등과 결합하
여 육성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제3차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국제회의 산업 성장과 지방 국제회의산업 균형발전 및 특성화를 목
표로 전담기구 조직, 유치 및 개최 지원,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따
른 대표 국제회의의 발굴과 민관 협력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MICE산업에 대한 사회․문화․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회의 및 전시 인센티브 관광 등에 참가하는 참가자는 일반 관광 참가자들의 지출규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Lawrence & McCabe, 2001), 다양한 활동에 참가한다는 측면에서 직간
접적인 파급효과가 크다고 하였다(Rittichainuwat, Beck, & Lalopa, 2001; Liping, Cai, &
Alastair, 2001). 이러한 맥락에서 MICE 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 관광산업으로서
정부의 지원과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Crouch & Louviere, 2004).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회의도시지정을 통한 컨벤션 단지 확충 및 관
련 지원 시설확충 등의 기간 시설지원정책과 관련된 관광 콘텐츠 마련 등이 뒤 따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13).
MICE 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 특색에 맞는 MICE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복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MICE 산업의 효과성 분석, 관광자원개발, MICE 특구지정, 관련 펀드 조성 등의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최용록․조성빈, 2011)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 전략과 개최지 마케팅전략
에 있어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마케팅 방안을 수립하고 MICE 참가자들에게 유인요인이 될
수 있는 MICE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개최지에서의 부가적인 관광지출, 체제형 관광,
개최지의 관광홍보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은수, 2005).
최근 경상북도 지역 MICE 산업 통계에 따르면 Meeting 산업의 경우 주로 기업관련 행사가
6,17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참가자 규모별로 50명 미만의 행사가 5,498건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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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게 나타났다. 예산은 1000만원 미만의 중소규모의 행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다(한국관광공사, 2014). 한편, 경북 청송군은 최근 슬로시티 지정과 함께 지역형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광수요 파악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이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경북지역의 MICE 산업 발전 잠재력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북 청송군의 지역형 MICE 산업 현황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
내외 MICE 산업 사례분석, 전문가 집단 심층면접 방법 등을 통하여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MICE 관광지원정책, 유치전략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 경상북도 지역의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효과적인 MICE산업 구축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MICE 산업의 개념과 구조
관광수지 적자 지속의 주요 원인으로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의 일
반 관광활동에 집중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MICE 산업의 핵심인 국제회의 산업은 경
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마이
스(MICE)산업은 회의(Meetings),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이벤트
(Exhibitions/Events)의 약어로 비즈니스 관광을 총칭하는 관광산업이라 할 수 있다. 지역에 따
라 Business Travel / Business Tourism(비지니스 관광), IBTM(Incentives, Business Travel,
Meetings Exhibition)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회의 및 전시를 비롯하여 연계 관광의 개념
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MICE산업은 각각의 유형별로 참가자들의 속성이 다
르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는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오정학․
윤유식, 2010; 선종갑, 2011).
MICE 산업의 구조와 범위는 행사 개최자 및 행사 참여자 MICE 서비스 공급자 입장을 포
함한다. 이러한 MICE의 수요는 행사를 기획하는 기업의 입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협회, 정
부기관, 학회 등 행사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참가업체별로 단체 참가자 및
개인 참가자 등으로 구성 될 수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행사 주최측으로부터 회의
기획 및 홍보를 담당하는 PCO(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와 전시회 업무를 대행해주
는 업체인 PEO( Professional Exhibition Organizer)로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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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MICE 산업의 수요와 공급

참가자유형
주요 내용
정부
국가 정상 및 관료
협회(학회)
협회 회원
수 회의
기업 및 관계사 임직원
요 컨벤션 기업
자 포상휴가 기업
기업 임원진 및 고객
전시회 관련 업체, 일반소비자
기업, 관계사, 고객, 일반 소비자
MICE PCO(전문회의기획자)
행사 기획 및 공급업체 협력을 통하여 개최자에
게 MICE 행사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제공
공 서비스 PEO(전문전시기획자)
MICE 행사를 위한 전문 시설 제공
급 공급자 회의 및 전시 시설 업체
개최자에게 MICE 공급자(관련업체)를 연결
자 중개인 컨벤션뷰로, 여행사
기타산업 시설, 운영, 교통 산업
회의시설, 숙박, 식음료, 관광, 교통 등 제공
출처: 현대경제연구원(2014). 국내 MICE산업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 14(10).

2. 한국 MICE 산업의 경쟁력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별 MICE산업(국제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서울의 비중이 30%대 이
상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제주, 광주, 인천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중이 점차 높아
지고 있다. 특히 지역별 전문컨벤션센터의 완공 및 확충, 다양한 주변 인프라의 구축 등으로
MICE 개최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 또 각 지자체에서도 국제회의 개최에 따라 해당 산업
의 수출 진흥이나 기술교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경제, 사회, 문화적 파급효과
를 인식하고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주목하여 경쟁적으로 지원한 결과이기도 하다.
세계 MICE시장은 2012년 기준 1조 612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2017년까지 약 1조 5,000억
달러, 연평균 7.1%의 성장이 전망된다. 국내 MICE시장은 2011년 기준 19.2조원 정도로 추산되
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시장은 2012년 기준 24.8조원으로 정도로 추산되며,
국제회의, 전시회 모두 개최건수 기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회의(Meeting)부문 규모가
18.9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Convention(4.0조
원), Exhibition(1.0조원), Incentive(0.9조원)순으로 나타나 한국의 국제회의 개최건수는 2000년
53건에서 2012년 229건, 전시회 개최 건수는 같은 기간 132건에서 56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총 전시면적 28.0만m2(21개국 중 15위), 최대 전시면적 10.4만m2(11위)의 전시 회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숙박시설규모 측면에서 관광객 100명당 객실 수는 한국이 0.6개로 21개
국 중 3번째로 적다. 면적 1m2 기준 연간 오피스 임대료의 경우, 한국은 547달러로, 21개국 중
6번째로 낮다. 한국의 안전성은 21개국 중 16위, 경제수준은 15위, 관광지 매력도는 11위를 기
록해 비교국 대비 다소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의 관광산업 투자 규모는 총액 기
준 14위, 정부예산 대비 규모에서는 16위를 기록했다(현대경제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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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MICE 산업 선행연구 분석
MICE산업에 대한 연구는 정부가 2009년 MICE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펴면서부터 MICE관련 기관 및 학회,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MICE산업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연구수행 주체와 연구
목적에 따라 크게 학술연구와 용역연구로 대별된다. 학술연구는 학술적 차원에서 MICE 분야
의 학문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MICE산업의 동향이나 파급효과, 발전요인, 지역
산업에 대한 기여도, 발전전략 등을 분석ㆍ제시하였으며(주현정․이연택, 2015; 안경모․주현
식․김주연. 2008; 한신자ㆍ김유석, 2009; 최병춘, 2010; 박창수ㆍ김승희, 2011; 임소선ㆍ윤기관,
2011). 용역연구는 국책 및 지자체 연구소들에 의해서 실무 및 정책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들 의 MICE산업 육성과 유치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거나 직접 정책에 반영할 목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MICE산업의 현황과 발전, 활성화 방안, 경쟁력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김철원,
2016; 성은희, 2014; 김흥식ㆍ손나주ㆍ김태승, 2005; 장윤정ㆍ김대관, 2009; 한학진, 2009; 홍성
화, 2009; 윤영한ㆍ정재욱ㆍ김용문, 2010). 이상의 연구들을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1) 지역 MICE 산업 관련 선행연구
황희곤(2011)은 지역 MICE 산업의 육성전략에 대한 연구에서 MICE 산업은 기존 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종합서비스업이라는 접근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적 특
색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특화산업 중심의 대표 MICE 상품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며, 지자체에서 특성화산업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국제회의 개최의 74.7%가 참가자 500명 이하의 중소형 국제회의인 점을
감안한다면 대형 국제회의 유치에 주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 인센티브 관광이나 기업회의
등의 개최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 갖추고 있는 관광자원의 활용과 전통문화를
포함한 차별적인 테마파티, 팀빌딩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및 국제농업박람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각종 국제행사의
유치로 SOC의 확충과 음식ㆍ숙박시설 등 의 서비스산업 및 연관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전시
장 등의 건설로 전남지역의 MICE산업 발 전 잠재력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재희․백형
엽(2012)는 전남지역의 MICE 산업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MICE 산업의 잠재력을 확인하
고 MICE 산업 복합단지 지정과 함께 숙박, 쇼핑, 엔터네인먼트 등의 관련 시설 및 인프라 구
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산업 및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프로
그램을 통하여 효과적인 MICE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용록․조성빈(2011)은 지속가능한 인천지역의 MICE 산업 특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인천지역의 MICE 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으로는 재개발 추진인 용유ㆍ무의
단지를 건설할 때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와 ‘리조트월드 센토사’와 같은 리조트형 복합
단지를 벤치마킹하여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복합단지는 기본인 MICE 활동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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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숙박, 쇼핑, 오락, 외식, 문화 등 여러 부가 활동의 유기 연계기반을 제공하여 참가자들의
다양하고 복합인 수요를 통합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지역 MICE 산
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시 브랜드 강화를 위하여 용유․무의 관광단지와 특급호텔 유치,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시설이용, 송도 컨벤시아 같은 시설 및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
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MICE 포탈 시스템을 구축, 인천 MICE 카드발급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컨벤션 뷰로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무구조개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해정(2010)은 MICE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대구권의 MICE 산업현황을 분석
하고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컨벤션류로와 민․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마케팅뷰로를 설
치하여 일원화된 도시 마케팅 창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컨벤션뷰로의 마케팅 역할과
경북관광 및 숙박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인프라 개발 및 관리 역할을
일원화 시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경북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상품 연계 및 포항, 울산 등의 산업시찰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고 하였다.
성은희(2014)는 부산 지역의 해양 MICE 산업의 지역특화 MICE 개발에 관하 연구에서 해
양관련 컨벤션 사례분석을 통하여 개최지로서의 부산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하고 해양
MICE 산업의 육성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MICE 개최지역 및 참가자 관련 선행연구
류지호(2015)은 컨벤션 방문객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컨벤션 도시정체성 및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부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하여 컨벤
션 육성의 도시브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브랜드 시민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관계를 모색하
고자 하였다. 특히, 컨벤션 도시로서의 브랜드 개발의 시민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한다면 컨
벤션 참가자와 지역주민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목적지로서의 정체성으로 정착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주민과 연계 발전 방안의 정책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현주․김주연(2011)은 컨벤션 참가자의 환경의식과 친환경 컨벤션 속성에 관한 수용도 및
참여의도에 대한 연구에서 국내외 석학들의 지식을 교류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University, WCU)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된 ‘2011 WCU International Conference’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친환경 컨벤션에 대한 정책수립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친환경 정책 및
운영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정책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체계적으로 활동은 미비한 실정
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친환경 컨벤션 수용도와 참여의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통수단,
참가활동, 현장운영 등은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장윤정(2009)은 인천역시 MICE 산업 경쟁력 연구에서 업계, 국가, 학자별로 상이한 MICE
산업의 개념을 정리하고, MICE 산업 문가 집단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인천의 MICE
경쟁력을 분석하고 인천의 MICE 산업 안정책 과제를 제시하다. MICE 산업 총 경쟁력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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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천시는 7개 역 시ㆍ도 평균(7.18) 보다도 낮은 7.16으로 평가되었으며, 인근도 시인 서울
과는 2.11이라는 큰 차이를 있음을 확인하고 SWOT 분석을 통해 인천의 MICE 산업 안을 분
석하는데 국제공항과 국제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의 지정학적 위치와 인프라를 가장 큰 강
점으로 보았다.
MICE 산업 개최지와 관련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컨벤션 참가자와 지역주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와 전시컨벤션 지역의 수용태세와 만족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주민은 컨벤션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사회적 교류를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게 된다(김병용, 2013). 지역주민이 컨벤션 방문객들과 형성된 개인적 유대감은 해당 지
역이 컨벤션 도시로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각하게 하였으며, 컨벤션 도시로서의 브랜드
개발의 시민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촉진제가 되고 있음이 나타났다(류지호, 2015).

Ⅲ. 국․내외 MICE 산업 현황과 사례연구
1. 국내 MICE 산업의 현황
한국광광공사(2014) 산업통계조사연구에 따르면 세계 MICE시장은 2012년 기준 1조 612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2017년까지 약 1조 5,000억 달러, 연평균 7.1%의 성장이 전망된다. 국내
MICE시장은 2011년 기준 19.2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MICE 개최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구분

<표 4> 국내 MICE 개최건수 및 참가자수

2014
미팅
234,909
인센티브
8,641
개최 건수
컨벤션
4,315
전시회
709
합계
248,574
미팅
257,124
인센티브
568,642
외국인 참가자수
컨벤션
474,991
전시회
267,333
합계
1,568,090
미팅
20,723,815
인센티브
568,642
전체 참가자수
컨벤션
2,937,860
전시회
14,967,268
합계
39,197,585
출처: 한국관광공사(2014). MICE 산업통계 조사 연구.

2013
222,758
8,212
4,167
619
235,756
202,176
530,069
461,558
235,657
1,429,460
20,130,282
530,069
2,560,549
14,286,633
37,507,533

2012
215,453
9,518
3,667
577
229,215
217,293
602,412
453,551
203,913
1,477,169
19,415,225
602,412
2,276,911
14,253,242
36,54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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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목적지 선택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해외 국제회의 주최자, PCO 및 PEO, 인센티브 여
행사 담당자, MICE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MICE 목적지 선택 시 고려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1순위 기준으로는 ‘접근성/근거리’가 33.2% 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전체 응답
기준으로는 ‘가격경쟁력’이 65.2% 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접근성 및 근거리와 관광 인프라
(숙박, 교통, 관광안내 등)가 모두 53.8% 로 과반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 분야
별로 국제회의 주최자 중 협회는 타 분야 종사자보다 컨벤션 환경 및 시설을 중요하게 고려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CO 및 PEO는 가격 경쟁력을, 인센티브 여행사는 가격 경쟁력과 관광
인프라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한국관광공사, 2014).
MICE 목적지 방문 현황을 살며보면, MICE 주최/참가를 목적으로 방문한 지역을 질문한 결
과 ‘싱가포르’가 55.9% 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방문한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으로 ‘홍
콩/마카오(51.0% ),’ ‘태국(46.6% ),’ ‘중국(44.1% )’ 순으로 나타났다. PCO 및 PEO들이 가장 많
이 방문한 국가는 ‘태국’으로, 55.6% 가 최근 3년 이내에 방문했다고 응답해 다른 분야 종사자
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과반 이
상인 61.4% 가 최근 3년 이내에 한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 국외 MICE 목적지 성공 사례
1) 스위스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을 이끌고 있는 스위스의 다보스는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인 클라우스 슈
밥(Klaus Schwab)이 1971년에 창립한 국제포럼으로 세계 경제가 직면한 문제 해법 모색을 위
한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스위스 그라우뷘덴 주에 위치한 다보스는 세계 오피니언 리더가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
경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국제적인 민간회의가 열리는 곳으로 1987년 세계경제포럼으로 성장
하였다. 2500～3000명의 정치경제종교NGO와 다양한 명사 초청, 국제적인 의제 논의 해결 등
을 위한 국제회의장으로 성장해 왔다. 다보스 회원의 연회비는 재단회원이 약5천만원, 산업파
트너는 약 2억 9천만원, 전략적파트너는 약 5억 8천5백만원으로 책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
간 150회의 회의 개최 규모를 자랑하지만 기획에만 10년이 걸리는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하
고 있다.
2) 일본의 MICE
일본은 2013년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에서 관광입국 실현을 위한 액션 프로그램에 MICE에
대한 전략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브랜드 구축과 비자요건 완화 등
을 통한 방일여행 촉진, 외국여행자 수입 개선, MICE 유치 및 투자 촉진 등이 포함시켰다(최
인호, 2013). MICE 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세부적인 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MICE 유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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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으로 산학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둘째, 도시 MICE 수익환경 정비를 통하여 도시기능 강
화 및 숙박환경 개선에 활용한다. 셋째, 관계기관과의 제휴를 통하여 관광청 및 경제산업에 관
련된 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넷째,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을 통하여 올림픽과 기타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하여 글로벌 MICE 전략
도시 5개를 선정하고 마케팅 강화, 수입환경 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유니크 베뉴의
적극적인 활용과 각각의 전략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일본의 MICE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컨벤션시 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과 문화, 각종 편의 부시설과 자원의 개발
등 컨벤션을 유지하기 한 민 일체의 노력을 하고 있다. 세계 최 ‘바다 의 문화도시’라 불리는
인공 섬 '포트 아일랜드'는 고베시의 컨 벤션 도시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1967년 착공되어
1981년 완공까지 15년의 건립기간 동안 5,300억 엔이 투자된 지역이다. 1997년 4월 이후, 고베
시 에서는 국제회의 주최자에게 회의 개최를 최고 500만 엔까지 지원하는 'Meet in KOBE
21st Century' 프로젝트를 실시 해 오고 있다. 호텔, 여행사, PCO와 함께 지원하는 이 프로젝
트는 회의 주최측과 참가자에게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시내 14개
호텔의 숙박 요을 10-40%까지 할인, 간사이공항에서 고베시까지의 쾌속선 유람선 할인, 백 화
등 쇼핑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호주
호주 컨벤션뷰로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이벤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비즈니스 이벤트협의회
등과 함께 비즈니스 이벤트 오스트레일리아(BEA)를 출범시키고 아시아 주요 국가를 타깃으로
하는 비즈니스 박람회(TABEE)를 매년 개최하고 친환경을 테마로 e 브로슈어를 제작하는 등
호주 빅토리아 자연 복원을 위한 친환경 실천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의 대표적인 도시인 멜버른의 경우 개최지역 CVB의 후원 및 지원을 통해 새로운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볼리레트 타운체험 관광, 벤디고 역사체험 관광, 원주민 체험
관광상품, 보석세공, 딸기농장, 라벤더 정원, 사브린 금광 역사 체험, 골드 코스트 해변관광, 퍼
스 도시관광, 타스마니아 섬관광, 케인즈 및 대산호섬 관광 등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관광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MICE 참가자가 개최지역 및 인근지역에 머물며 장기적인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이해정, 2010).
4) 미국 올랜도 MICE
미국의 올랜도는 1970년대까지 감귤생산지였던 농업도시로 인식되어 왔지만 올랜도는 세계
최대 테마파크인 디즈니월드를 필두로 한 레저관광휴양지이자 오렌지카운티 컨벤션센터를 중
심으로 MICE산업의 선두로 꼽힌다. 플로리다 반도에 위치 연간 4천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세
계적인 세계 최대 리조트 타운을 형성하고 MICE 투자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또한 엔터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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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트 및 MICE 산업 주요 도시로 급부상하면서 여행지에서 박람회장으로 그리고 컨벤션에서
주요회의장으로서의 입지로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 있다. 이러한 국제회의가 가능한 리조
트 타운 형성 및 관광정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매년 수천억달러의 수입을 올
리고 있다.

Ⅳ. 경북 청송군 지역 MICE 산업 구축전략
1. 경북지역 MICE 산업 현황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공동 추진 및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특화단지의 조
성, 지멘스 등 첨단 의료기기 기업의 유치 등을 통하여 건강의료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전시컨벤션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한 MICE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경주 하이코는
대구 엑스코와 연계한 세계물포럼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중심의 MICE 산업의 허
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MICE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은 2014년 기준으로 19건의 행사유치로 6위로 나타났다.
<표 7> 국내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실적 비교 (단위: 건)

순위
도시
2014년
1
서울
249
2
부산
132
3
제주
85
4
대전
30
5
인천
30
6
경북
19
7
대구
18
8
경기
15
9
강원
15
10
광주
12
11
전남
8
12
경남
8
13
전북
5
14
충남
4
15
충북
2
자료: 한국관광공사(2014). 2014 MICE 산업통계 개최실적 조사결과.

2013년
242
148
82
27
25
11
24
21
3
20
7
8
2
1
3

국제회의 중심의 대도시 MICE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관광에 집중되
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MICE 산업 중 meeting 분야의 수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50인 이상 중소규모의 행사 유치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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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meeting 분야의 행사 기간별 현황과 분야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일 동안 개최된
행사가 5,914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일 3,6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가자 규모별
로 50명 미만의 행사가 5,49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명-100명 미만 3,923건으로 나타
나 대부분의 미팅 행사에는 50명에서 100명의 중소 규모의 행사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별은
1000만원 미만의 행사가 11,04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85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MICE 산업의 통계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지역 중심의
MICE 행사에서 미팅 및 인센티브 관광에 집중되어 있으며 1000만원 미만의 중소 규모의 행사
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기업 및 경영관련 미팅행사가
5,555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적 특색 있는 MICE 연계관광 홍보를 통하여 기업
회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8> 경북지역 meeting 분야의 행사 기간별 현황 / 예산 규모별 현황 (단위: 건, %, 명)
구분
개최건수 비율 전체참가자수
1일
3638 29.1
273951
2일
5914 47.3
357776
3일
1912 15.3
238985
4일
547
4.4
61172
5일
180
1.4
17085
6일
86
0.7
8489
7일 이상
215
1.7
53411
합계
12492 100 1010869
1,000만원 미만
11045 88.4
599339
1,000만원-2,500만원
856
6.9
139933
2,500만원-5,000만원 미만
186
1.5
51016
5,000만원-1억원 미만
297
2.4
72812
1억원-2억 5천만원 미만
79
0.6
55496
2억 5천만원-5억원 미만
26
0.2
53413
5억원-10억원 미만
3
0.0
38860
10억원 이상
합계
12492 100 1010869
자료: 한국관광공사(2014). 2014 MICE 산업통계 개최실적 조사결과.

내국인
참가자수
268930
352296
236823
60199
16888
8374
53176
996686
588132
138476
50512
71858
55455
53393
38860
996686

외국인
참가자수
5021
5480
2162
973
197
115
235
14183
11207
1457
504
954
41
20
14183

2. 청송군 MICE 산업 경쟁력
1) 청송군 MICE 산업 역량
청송군은 총인구 26,570명 거주하는 내륙관광의 중심으로 주왕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자연
체험형 관광산업이 대표적이다. 최근 국제 슬로시티 지정과 국가지질공원 지정 그리고 유니크
베뉴(기업회의하기 좋은 곳)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형 MICE산업으로 도약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2016년 한국MICE 협회와의 MOU 체결을 통하여 대도시의 국제회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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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컨벤션과 차별화된 관광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 지역 MICE 행사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실정에서 2017년 말 개통예정인 당진-영덕간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3시간 내에 도달
할 있는 입지적 요건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수요에 필
요한 중소규모의 전시컨벤션인 산림조합 임원연수원, 청송한옥민예촌, 문화예술회관 등을 활용
한 미팅 행사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2017년 이후에는 청송대명리조트 완공으로 컨벤션과
레저관광객의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관광도 예상된다.
반면, 청송군은 내륙지역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접근성의 떨어지는 지역으로서 인지도가 부
족한 실정이며 MICE 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부족과 MICE관련 인프라 부족도 지적되
고 있어 지역 특색을 강조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인근 지역과의 연계관광 상품 개발 및 프
로그램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다음은 청송군의 관광지별 자연, 전통, 문화, 체험 관광자원에 대
한 정비 사업을 통하여 관광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2) 청송군 관광사업체 현황
청송군의 관광사업체 현황은 국내여행업 6개 업체, 관광숙박업은 주왕산관광호텔 1개 업체,
일반여행업 1개 업체,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된 청송자연휴양림 야영장 1곳, 자동차야영장업이
4개업체, 관광펜션업이 1개 업체, 한옥체험업이 15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다. 송소고택을 비롯
한 전통 문화 체험형 숙박시설이 지역의 숙박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 2016년 청송군 주요 관광 정책사업
청송군은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2016년 주요 관광관
련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기업회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2016년 주요 관광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명리조트 청송 조성사업으로 종합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레저체험형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함께 향후 전시컨벤션 관련 인프라 조
성에 기여하게 된다. 둘째, 객주 문학마을 조성사업을 통하여 객주를 테마로 한 인문학과 전통
문화적 가치를 부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 산업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진보
면에 위치한 전통시장 조성사업으로서 소설가의 집, 주막, 민박, 공방 등을 활용하여 지역을
찾는 MICE 참가자를 위한 연계관광 상품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솔누리느림보세상
조성사업으로 녹색자원의 관광자원화 추진 및 산림자원을 활욯한 통합 체험체류형 관광사업으
로 전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장난끼 공화국, 생태체험마을, 힐링센터 등을
조성하고 관광객이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녹색자원의 관광자원화 추진 및 우수한 산림자원 활용을 통해 청정 산림을 네트워크화 하여
지속가능한 신성장 산업화 조성과 단발적인 관광수요에서 벗어나, 관내의 우수한 관광자원 활
용을 통한 체험․체류형 관광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솔누리느림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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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2017년 준공예정에 있다.

3. 경북 청송군 MICE 산업의 SWOT 매트릭스 분석
SO 전략은 청송군의 외부환경의 기회요인을 활용 할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한다. 첫째, 2017
년 당진-영덕간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수도권 및 경북지역의 내륙교통 요건이 개선된다면 당일
관광에 집중된 관광객의 유치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청송군은 슬로시티 지정,
유니크 베뉴 선정, 국가지질 공원으로 선정되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규모 종합리조트가 조성되고 기존의 전통한옥형태의 숙박시
설을 활용하여 MICE 참가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청송군의 MICE 행사 유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MICE 협회와의 MOU체결을
통하여 MICE 관련 인프라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T 전략은 외부환경의 위험요인을 최소할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한다. 청송군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자연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지역형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이
다. 또한 인근 대도시와의 MICE 행사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외부적인 위험요인을 정확
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MICE 이해관계자 및 민관 협력체제하의 연계관광프로그램 개발이 시
급해 보인다.
WO 전략은 청송군의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요인들을 파악하는 전략으로 MICE 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부족과 관련 시설 등 인프라 부족이 약점으로 분석된다. 이는 기업회의 하기
좋은 지역형 MICE 산업에 대한 지역주민 대상의 홍보 및 교육정책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
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와 함께 미팅 및 인센티브 관광에 주력하고 MICE 참가자가 만족할 만한
지역 특색 음식 및 지역주민이 주관하는 행사 프로그램 조성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WT 전략은 약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위협요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관광시설
인프라 조성을 위한 예산의 한계와 인근 대도시와의 MICE 행사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민관 협력체제 및 거버넌스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광정책으로
기업회의 유치 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 국제회의도시로 성장 가능한 전략적 제휴 및 공동개
최로 대응하는 방법이 고려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감을 형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송군은 이미 MICE 산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대내외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
어 대부분의 국내 MICE 개최자가 선호하는 입지 및 가격적인 면에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사 유치와 함께 전통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구성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기
업회의 및 인센티브 행사를 진행해 봄으로써 청송군이 가지고 있는 정이 느껴지는 행사 진행
이 기대된다.
MICE 산업의 특성상 기획 및 서비스분야의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MICE 인력을 확보하고 관광, 쇼핑, 숙박시설
등을 정비하여 회의 및 전시회 참가자가 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문화소개와 함께

14 관광서비스연구 제14권 제1호(통권 27호)

도시와의 차별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MICE 산업에 대한 환경과 사례 및 현황분석을 통하여 경북 청송군의 시골
형 MICE 산업 유치방안과 관광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청송군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이에 대한 MICE 산업으로서의 SWOT 매트릭스 분석 전략을 도출
하고 지자체의 관광정책 시행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청송군 시골형 MICE 연계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이 제고 되어야 한다. 이는 MICE 산
업의 각 요인별 연계프로그램은 개최지에 대한 관심도를 증대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박미정, 2010; 한국관광공사, 2014)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MICE 참가자는 일반관광객
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관광지에서의 지출규모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MICE 행사의 특성
으로 고려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연계관광프로그램은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
다. 청송군의 경우 근현대 소설가를 소재로 한 객주문학관과 전통시장 조성사업, 의병관련 유
적지에 대한 스토리텔링, 유교문화 체험과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 체험관광과의 연계
관광프로그램 조성이 다각도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관광객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과 서
비스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둘째, 기업회의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 및 경영관련 회의 및 세
미나를 계획하고 있는 주최관계자들은 우수한 접근성과 행사 예산 규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김영미․이양림, 2012). 청송군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접근성에 대한 약점을 보완할 만한
특색있는 지역 특성화가 필요하고 자연친화적 그린 컨벤션 관련 행사기획 또는 전통문화체험
형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청송군이 아니면 안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이에 대한 기회요인으로 고속도로 개통과 대규모 리조트 단지의 조성은 경북 내륙의 유일한
유니크 베뉴 역할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역형 MICE 산업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통하여 단기적인 홍보 유치활동을
병행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형 MICE 산업을 위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역량을 강화해야 한
다. MICE 산업과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 컨벤션 뷰로, 학회 및 협회 등 주최자,
업계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인센티브여행은 유치건수가 일정 수준 유지하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으나 행사 주최자들을 위한 지역 관광상품의 홍보에 주력하고 사전답사를 위한 팸투어 및 개
최지 관광에 대한 사업 설명회 등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MICE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전문업체와 인력양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
자체 중심의 기업회의 유치 및 개최지에 치중함으로써 MICE 전문업체나 인력양성 등의 소프
트웨어를 갖추는데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지역 주민 중심과 협력한는 체제의 사업환경 개

경상북도 MICE산업 구축 전략에 관한 연구 15

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로 인한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가 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청송군 지역의 각 MICE 산업별 참가자 및 개최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대도시의 관광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쇼
핑, 숙박,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주민 및 관광종사원
의 환대정신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MICE 전담 부서를 확충하고 행사를 주
최하는 산업분야별 인센티브 관광 콘텐츠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MICE 산업의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바 향후
연구에서는 청송군을 찾는 MICE 참가자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조사 및 지역주민의 MICE 산
업과 관련된 관광수용태세 분석 그리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한 지자체
의 관광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요인을 통한 구조적 관계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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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Building Strategy of
Regional MICE Industry in GyeoungBuk
*

Cho, Jae-Geun*․Nam, Tae-Suk**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the strategy for building MICE industry in Gyeongbuk region. The
tourism resources possessed by Cheongsong-gun and the SWOT matrix analysis strategy
as the MICE industry are presented and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 's tourism
policy implementation are presen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ways to
attract the rural MICE industry in Cheongsong-gun province. The strategy for building
MICE industry in Gyeongbuk Cheongsong-gun province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convenience facilities and improve service for tourists. The local
government of Gyeongbuk-do must set MICE industry complex in order to induce the
facilities related to MICE to be clustered there. Second, Cheongsong-gun needs to
specialize in regional specialization, and it is necessary to plan a nature-friendly green
convention-related event or to develop tourist products with traditional culture.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ability to develop differentiated contents for the sustainable
local MICE industry by carrying out short-term public relations attracting activit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lead local professional companies and manpower training.
Finally, It is important to form a consensus among local residents. The local government
of Gyeongbuk-do must progressively activate an integrated marketing by establishing
marketing strategy and information system adjusting to the economic environments of
Gyeongbuk-do.
Key words: Gyeongbuk province, Building Strategy of M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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