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IMEX Frankfurt」 참가신청 안내
2022. 4. 4.(월), 서울관광재단 MICE뷰로팀



행사개요

○
○
○
○

행 사 명: 2022 IMEX Frankfurt(20th anniversary edition)
기

간: 2022. 5. 31.(화)~6. 2.(목), 3일간

장

소: Messe Frankfurt

행사규모: 172개국 14,031명(상담 69,500건)

－
－

○
○
○

※ 2019년 기준

초청 바이어: 83개국 3,817명, 비즈니스 방문객: 70개국 3,976명
전시자: 172개국 3,439명, 미디어: 29개국 253명

참가규모: 81
주

㎡

, SMA 회원 8개사 공동 참가

최: Regent Exhibitions Ltd.

주요내용: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글로벌 최대 MICE 전시회 서울
홍보관 운영을 통한 선제적인 SMA 공동 유치마케팅 추진

－
－
－
－
－

○

등으로 글로벌 최적의 MICE 개최지 서울의 위상 제고
(상

담) Hosted Buyer 대상 사전 예약(PSA1)) 및 현장 방문(Drop by)
상담을 통한 신규 국제회의 잠재수요 발굴경로 다각화

(홍

보) 한류 문화체험 이벤트 개최, 서울 MICE 안내데스크 운영 및 홍보영상물
상영 등을 통한 글로벌 최적의 MICE 개최지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교

육) 뉴노멀 MICE 대비 최신 동향 탐색 및 위기 극복 방안 모색

(네트워킹) 국내외 유관기관 네트워킹 강화 활동을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기

타) Group PT 진행 등을 통한 SMA 공동 유치마케팅 강화

홈페이지: https://www.imex-frankfurt.com/

1) PSA: Pre Scheduled Appoin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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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
○
○



참가사 개별 온라인 계정 및 오프라인 상담 테이블 제공
주최측 초청 바이어 상담 및 네트워킹 행사 참가 기회 제공
참가사 로고 및 홍보 자료(사진, 영상) 온·오프라인 노출

공동참가 신청방법

○
○
○

대상: SMA 회원사(~’21년 기존 및 ’22년~ 신규)
기간: 2022. 3. 29.(화)~4. 6.(수) 17:00 (

※

기한 엄수)

방법: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korean.miceseoul.com) 접속
[SMA - 전시회/상담회 참가 - 참가 신청 및 조회] 클릭

→
→

행사 정보 확인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기존 회원 단체회원 로그인 및 신규 회원 단체회원 가입 필요
※ 한국관광공사 홍보관 중복 참가 불가

조건: 행사 종료 후 2주 이내 상담실적 및 참가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 제출

참가기관 선정방법

○
○
○

대상: SMA 회원 8개사
일시: 2022. 4. 8.(금) 17:00
방법: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korean.miceseoul.com) 접속
[SMA - 전시회/상담회 참가 - 참가 신청 및 조회] 클릭

○

→
→

진행상태 참가확정 여부 확인
기준: SMA 활동 실적 및 해외 전시회 참가 실적 등

※ 동점자 발생 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빠른 순으로 선정
※ 이전 행사 참가 시 1) 결과보고 기한 내 미제출, 2) 불성실한 상담 태도
및 홍보관 운영 비협조 등 내외부 민원 접수, 3) 참가 확정 후 사전
협의 없이 참가 취소 또는 불참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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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입국 규제가 급격히 변경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최적의 MICE 개최지 서울을 홍보하며 MICE 산업

○
○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행사 참가가 긴급히 결정됨
본 행사는 ’20년~’21년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 된 바 있으며,
’22년의 경우 당초 개최 일정에서 1회(1개월) 연기되어 개최 예정
코로나19 관련 입국규정 현황 (’22년 3월 현재)은 다음과 같으며,
참가 기관 선정 후 기타 출입국 절차 등 참가자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 관련 문서 지참 및 제출 필요

□ 입국규정(한국)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

○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

○ 참고: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 3. 11.)

□ 입국규정(독일)
○ 한국발 입국객은

①

백신접종 증명서

②

음성확인서

③

완치 증명서 중 택 1 제출 필요하며,

한국 국적자의 경우 EU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없음

○ 백신접종 증명서

- 인정백신: 노바백스, 모더나, 아스트라제테카, 얀센, 화이자
- 완료조건: 백신 종류별 횟수 충족 및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 표기언어: 영어 혹은 독일어 (* 불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인정)
- 문서종류: 종이 혹은 전자사본(EU Digital COVID Certificate 에 한함)
* 정부24 홈페이지 발급 백신접종 증명서 유효
- 표기사항 : 성명, 생년월일 혹은 여권번호, 백신제조사, 접종횟수, 접종일자, 증명서 발행처 등

○ 참고: German Federal Foreign Office - COVID-19: entry regulations in Germany
IMEX Frankfurt 2022 - Health and safety



문의처

○

서울관광재단 MICE뷰로팀 김효은 대리, 임효주 주임
02-3788-0828, 0875 / miceseoul@s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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