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PLUS SEOUL
서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맞춤형 MICE 지원프로그램

SCB
서울관광재단은?

서울컨벤션뷰로는?

서울의 관광산업 진흥과

서울컨벤션뷰로는 서울관광재단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MICE(기업회의, 인센티브, 컨벤션, 전시)

관광도시 서울의 매력을 홍보하여 보다

산업을 전담하는 기구로,

더 많은 외래 관광객을 서울로 유치하고

매력적인 컨벤션 도시 '서울'을 알리기 위한

관광객과 지역주민, 지자체와 산업체, 학계 등

MICE 유치 개최 지원과

관광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해외 홍보 마케팅 활동을

서로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광플랫폼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PLUS SEOUL이란?

서울MICE얼라이언스(SMA)란?

PLUS SEOUL은 서울에서만 경험 할 수 있는

서울MICE얼라이언스(SEOUL MICE ALLIANCE, SMA)는

맞춤형 MICE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서울컨벤션뷰로는 PLUS SEOUL을 통해

서울의 MICE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MICE 행사가

2011년 6월 설립한 MICE 민관협력체입니다.

더욱 가치 있고 지속 가능하도록

현재 컨벤션센터, 호텔, 국제회의기획자(PCO),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시기획자(PEO) 등 MICE 업계 10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MICE 유치를 위해
공동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의 ·인센티브 지원
지원대상

규모별 맞춤지원 프로그램
공통

A

지원

(20명 이상)
서울 기념품 및 PLUS SEOUL PREMIUMS

기업회의

인센티브

기업이 주최하여 실제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회의 목적 서울 방문 단체

기업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포상관광 목적 서울 방문 단체

B
(50명~
200명 미만)

지원기준

기업로고쿠키/캔디

아이스 카빙

어트랙션 입장료

서울 웰컴드링크

기업 맞춤 공연

팀 빌딩 지원

기업로고 버스랩핑

포토부스 제작

C

SMA

(200명~
500명 미만)

규모별
지원

외국인 참가자
20명 이상

서울에서
연속 2박 이상

SMA회원사
2개사 이상 이용

D
(500명~
1,500명 미만)

(유료 1개사 포함)

IT서비스 지원
(AI로봇 및 이벤트 APP, VR체험 등)

지원사항 안내

E
(1,500명 이상)

규모별
맞춤지원

푸드 트럭

규모별 지원범위 내 2개 프로그램 선택

행사 스냅영상 촬영

드론 단체사진 촬영

(서울웰컴키트+맞춤지원 택2)

지원신청
1단계
업그레이드

구미주, 중동, 인도, 오세아니아 단체

(다국적 단체의 경우, 담당자와 사전 논의 필수)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 시:

1개 프로그램
추가지원

1) 3년 이내 서울 재방문
2) SMA의 ‘유니크베뉴‘에서 오·만찬 개최
3) 아시아 국가 중 전원 서울에서 4박 연속 숙박 또는 서울 소재 5성급 호텔 숙박
4) 서울 개최예정 행사 중 기 신청접수 했으나 연내(2020년) 연기한 경우

신청시기

행사 시작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

신청방법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 내 ‘기업회의/인센티브 지원’ 메뉴 접속

신청절차
온라인지원 신청

승인

승인결과안내

단체회원 가입 후 온라인 서류 제출

서울특별시 지원 기준에 따라

행사 시작일 최소 1주전

승인 처리

승인결과 이메일 안내

국제회의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 지원금 지원 및 종합지원 (총 3단계)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거나 유치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유치 단계 (최대 3천만원/연 1회, 최대2회)

※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 행사의 경우, ‘온라인 유료 등록회원’ 참가자를 국적에 따라 해외 또는 국내 참가자로 인정

국제기구(가입)
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유치컨설팅

기타 중소규모의
국제회의

•전체 회의 참가자 300명 이상

•외국인 참가자 150명 이상

•외국인 참가자 50명 이상

•5개국, 100명 이상의 외국인 참가자

•2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회의

•개최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3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회의

•서울특별시장·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유치단 숙박·항공

유치지지서한

•참가회의 등록비

지
원
금

종
합
지
원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비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비

•유치PT 작성 및 발표
•해외 실사단 현장답사
•해외 공동유치 활동 (사전협의 필요)

•유치제안서 PT 제작 및 인쇄비

국제회의

•유치의향서·제안서 작성

•서울특별시 홍보 영상물
•서울웰컴키트

지원단계

홍보 단계 (최대 2천만원/연 1회, 최대2회)
홍보단계

개최단계

서울로 유치 확정 후,
참가자 증대를 위한
해외 홍보활동

2020년
서울에서 개최

유치단계
서울로 유치를
추진하는 단계

지
원
내
용

•홍보단 숙박·항공

지
원
금

종
합
지
원

•참가회의 등록비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비

•서울특별시 홍보 영상물
•서울웰컴키트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비

※ 유치 및 홍보단계 지원은 개최 예정 행사의 전차대회 혹은 유관회의에 한함

개최 단계 (최대 2억원)

온라인 개최 지원
•서울 소재 컨벤션 시설 및 준회의 시설
임대료
•첨단 기술 장비 사용료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비

지
원
금

•공식 연회비 및 공연비
•온라인 시스템 구축비(웨비나, 가상전시
등의 프로그램 사용 및 개발비 외)

온·오프라인 병행 행사

온라인 행사

지원금 최대 120%까지 상향 지원
기존 지원 + 온라인 회의 시스템 구축비 등

지원금 최대 80%까지 지원
온라인 회의 시스템,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 및 온라인 홍보비
•연기·개최된 행사에 대한 제반비용		
(취소수수료 등)

종
합
지
원

•서울특별시 홍보 영상물
•서울웰컴키트
•서울 MICE 서포터즈 인력				
(활동비 1인 1일 8시간 기준 반액)

서울형 안심 MICE 행사 지원

중대형 행사 맞춤지원
지
원
대
상

서울 MICE 안심케어 서비스

행사장 방역소독 지원

위생용품 지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한
보험 및 컨시어지 서비스

전문 방역 업체가 실시하는
행사장 내 공간 살균 지원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원

서울 MICE 안심케어 서비스
구분

의료

여행

공항

비즈니스

•외국인 참가자 200명 이상인 국제회의(기존 500명 이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기준 완화)
- 외국인 참가자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2개 항목 선택
- 외국인 참가자 1000명 이상: 3개 항목 선택 + 서울홍보부스(온라인) 기본 지원
- 서울 재개최 회의: 1개 프로그램 추가지원

앱 개발비용 지원

서울 홍보부스 운영

행사장 내 WIFI 사용료

AI 로봇 대여료

지하철 패스 (1회권)

공항 컨시어지 데스크

지역사회 환원 프로그램

일반 시민대상 강연

동반자 환영 프로그램

지
원
내
용

지원내용
교통·안전사고

질병

의료통역사 수배, 여행자 보험 제공 등 종합적인
의료지원 서비스

병원 및 간병인 수배 등 의료지원

도난

숙박

교통편

지갑, 여권 도난 등의 긴급사항
사후처리 지원

실시간 숙박 예약 서비스

각종 교통편 예약 발권 및
차량 수배

시설

행정

공항 컨시어지 운영 및 노약자 지원

비자, 항공권 발권 등 현장 지원

통·번역

회의

긴급 통·번역 인력 수배

미팅 시설 및 교통편 예약

지원신청
신청시기

유치/홍보/개최 시점 최소 1개월 전

신청방법

서울컨벤션뷰로 홈페이지 내 ‘국제회의 지원’ 메뉴 접속

신청절차

여행자
안심보험

상해

배상책임

분실

사망, 후유장해, 입원비,
외래 통원비, 처방 조제비

타인 신체의 장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

휴대폰 분실 지원

온라인지원 신청

승인

온라인 신청 후 자동접수

서울특별시 지원기준에 의거한

유치 · 홍보 · 개최 활동 전

메일 발송

승인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 이메일 통보

승인결과안내

PLUS

SEOUL

PREMIUMS

WELCOME DRINK

SOUVENIR

커피와 맥주, 와인 등 각종 음료 및 주류를

SMA 회원사의 각종 굿즈와 포토 서비스,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료 게임 쿠폰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https://cli.re/PLUSSEOULPREMIUM

PLUS SEOUL PREMIUMS는 SMA 회원사가 외국인 MICE 참가자 에게 제공하는 혜택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할인 혜택이 아닌 SMA 회원사별 특성을 고려한 PLUS 혜택을 제공하여,
MICE 참가자 유치 및 홍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SMA 회원사가 PLUS SEOUL PREMIUMS에 참여하여
Welcome Drink, Souvenir, Upgrade, Activity 부문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QR코드 스캔으로 SMA 회원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확인하고 손쉽게 이용해보세요.

PLUS SEOUL PREMIUMS 문의
이메일 sma@sto.or.kr
홈페이지 korean.miceseoul.com/PLUS-SEOUL-PREMIUMS
※ 상기 혜택내용은 회원사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UPGRADE

ACTIVITY

룸 업그레이드,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 등의

전시 해설, 무료 체험프로그램 등의

혜택과 함께 SMA 회원사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부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제회의 지원
02-3788-0826, 0859, convention@sto.or.kr
기업회의, 인센티브 지원
02-3788-8143, 0866, plusseoul@sto.or.kr
(SCB) www.miceseoul.com (STO) www.st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