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의ㆍ인센티브 지원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3. 특별지원

1. 환대서비스
지원
조건

지원
조건

서울에서 개최되는 해외 참가자 50명 이상의 MICE 행사

인천공항 환영메세지

서울웰컴키트

서울 MICE 서포터즈

기본지원 조건 충족 시 단체 규모별 차등 지원(최소 50인 이상)
* 서울 유니크베뉴 이용 또는 5년 이내 재방문 단체는 1개 프로그램 추가 지원
기업 맞춤형 이벤트/프로그램
50 ~199명
기업 로고로 만든 기념 크래프트 제공
- 아이싱쿠키 & 슈가 크래프트(케이크)
- 아이스카빙

지원
내용
제 1ㆍ2 공항 수화물 인도장 내
멀티 큐브 스크린 메시지 노출

해외 참가자 대상
서울 기념품 및 서울관광지도 제공

서포터즈 활동비 1일 8시간 기준
반액 지원

200 ~ 499명
기업 스토리를 주제로 한 공연과 참가자
소속감을 높여줄 팀 빌딩 프로그램 제공
- 공연 프로그램
- 팀 빌딩 프로그램

지원
내용

2. 기본지원

500 ~999명
참가자의 만족도를 극대화 시키는
이벤트 프로모션 제공
- 포토 모자이크 월
- 버스 랩핑(Wrapping)

서울 연속 2박과 동시에 총 100박 숙박
SMA 회원사 2개 사(유료 1개사 포함)
지원 조건 1

1,000명 이상

지원 조건 2

참가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공
- 스냅 영상 촬영 & 제작
- K-뷰티 부스

지원
조건

지원 신청
서울 2박 연속
총 100박 이상 숙박

지원
내용

서울 MICE 얼라이언스 회원사
2개 사 이상 이용 (유료 1개사 포함)
※ SMA회원사 정보는 홈페이지 참조

단체 당 최대 2억 원 한도 내 지원
* 숙박, 회의시설 임대료, 운ㆍ수송, 관광시설 및 서비스 이용료 등
* 인센티브 단체의 관련 전시회 참가 시 추가지원

신청시기 : 개최 시점에서 최소 1개월 전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kr.miceseoul.com)
신청절차 :

지원금 신청

승인

승인결과 안내

온라인 신청 후 자동접수 메일 발송

서울특별시 지원기준에
의거한 승인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이메일 통보

(개최 시점의 최소1개월 전)

(신청 후 4주 이내)

지원 문의
| 기업회의, 인센티브 지원 02-3788-0832 또는 0896, plusseoul@sto.or.kr
| MICE 서포터즈
02-3788-0813, suyonho@sto.or.kr

kr.miceseoul.com

맞춤형
MICE 지원
프로그램

국제회의 지원
1. 기본지원
지원
대상

2. 특별지원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 2일 이상의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유치하는
학회, 협회, 단체, 또는 기관

지원
대상

총 3단계 , 최대 2억 5천만 원

국제회의 개최 효과를 높여주는 서울만의 맞춤형 특별 지원
첨단기술(앱, VR)개발비용 지원

유치 단계 (최대 3천만원 / 연 1회, 최대 2회)
지원금

종합지원

- 유치단 숙박·항공·참가회의 등록비
-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
- 유치제안서 PT 제작 및 인쇄비
-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비
-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비
- 유치컨설팅
- 서울특별시장·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유치지지서한
- 유치의향서·제안서, 유치클리닉, 서울 현장답사
- 해외 공동유치활동(사전협의 후 지원)
- 서울특별시 홍보 영상물 및 서울웰컴키트

전체 참가자 1,000명 이상, 외국인 500명 이상의 중대형 규모 국제회의

유니크베뉴

옥외광고 게재 지원

사진 출처 : IFA Korea

지원
내용

첨단기술 개발 일부 비용 지원
※ '최대5백만원한도,개발비의50%지원'

유니크베뉴 활용 시 일부 비용 지원
※ 최대 1천만 원 한도

행사장 인근 옥외 광고 게재 지원
※ '협의 후 진행, 예산 소진 시 마감'

특화관광 지원

MICE 카드 지원

서울 홍보 부스 운영

차량임차료·가이드 등 일부 비용 지원
※ 최대 1천만 원 한도

참가자 대상 8,000원 상당
MICE카드 지원

관광 안내 컨시어지 데스크,
한복 포토존 등 체험 이벤트 운영

홍보 단계 (최대 2천만원 / 연 1회, 최대 2회)
지원
내용

지원금

종합지원

- 홍보단 숙박·항공·참가회의 등록비
-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비
-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
-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비
- 서울특별시 홍보 영상물 및 서울웰컴키트
- 서울 MICE 홈페이지·뉴스레터 내 행사 소개

개최 단계 (최대 2억원)
지원금

종합지원

- 서울 소재 컨벤션 시설 및 회의 시설 임대료
- 첨단 기술 장비 사용료
- 공식 연회비 및 공연비
-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
- 인천공항 환영메시지 게재
- 서울웰컴키트(서울 기념품 및 가이드 맵) 제공
- 서울 MICE 서포터즈(활동비 1인 1일 8시간 기준 반액 지원)

지원 신청
신청시기 : 유치/홍보/개최 시점에서 최소 3개월 전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kr.miceseoul.com)
신청절차 :

지원금 신청

승인

온라인 신청 후 자동접수 메일 발송

서울특별시 지원기준에
의거한 승인

(유치ㆍ홍보ㆍ개최 시점의 최소 3개월 전)

승인결과 안내

(유치ㆍ홍보ㆍ개최 활동 전)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이메일 통보

지원 문의
| 국제회의 유치지원
| 국제회의 개최 지원
| 전시회지원및타시도연계공동마케팅지원
| 융복합 서울 대표 MICE 지원
| MICE 서포터즈

02-3788-0859 또는 0852, smile@sto.or.kr
02-3788-0826 또는 0875, smile@sto.or.kr
02-3788-0876, jyjung@sto.or.kr
02-3788-0826, dohwi@sto.or.kr
02-3788-0813, suyonho@sto.or.kr

kr.miceseoul.com

| 국제회의 개최지원
02-3788-0826 또는 0875, smile@sto.or.kr
| 전시회 지원
02-3788-0876, jyjung@sto.or.kr
| 기업회의, 인센티브 지원 02-3788-0832 또는 0896, plusseoul@sto.or.kr
| (SCB) www.miceseoul.com | (STO) www.st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