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yeong
gi 

your MICE 

Destination 

경기도가 

여러분의 MICE 행사를 

지원합니다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4층
TEL 031-259-4788  E-mail gmice@gto.or.kr  www.gmice.or.kr

한눈에 보는 경기

1,323만 명

전국 1위 인구, 한국인의 1/4 

1,000년

경기 천년의 역사

100,000㎡단일전시장 

킨텍스 
국내 최대 단일 전시장 

3,000명 수용컨벤션홀

수원컨벤션센터 
경기 남부 MICE 복합단지

글로벌 도시,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

대한민국 최고의 MICE 시설

뛰어난 접근성

10,185㎢

전 국토의 약 10%

90만 개

우수기업들의 고향

킨텍스
(KINTEX)

Seoul

수원컨벤션센터인천/김포국제공항

공항 리무진 버스
(60분/70분)

수원컨벤션센터

인천/김포국제공항

공항 리무진 버스
(30분/15분)

킨텍스



포천시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수원

경기아트센터

웨이브 파크

소노캄 고양

수원메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신텍스

웅진플레이도시

울릉도

독도

가이드맵

Why Gyeonggi?
경기 MICE 소개

비즈니스 그 이상의 새로운 경험
국제적인 MICE 목적지,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주요 MICE 사업

경기 MICE 유치·개최 지원 제도

경기도는 국제공항과 가깝고, 서울과 접근성이 좋으며, 교통 인프라가 발달한 최적의 MICE 
목적지입니다. 한국 최고의 국제전시장인 킨텍스는 자동차로 김포공항에서 15분, 인천국제공
항에서 30분이면 도착합니다. 수원컨벤션 역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인천국제공항, 김포공
항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내에 도착합니다. 

NICE to MEET
인천공항에서 킨텍스까지 30분

경기도는 동북아 비즈니스 경제허브의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 시찰과의 뛰어난 연계성과 우수
한 컨벤션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톱클래스 규모이자 국내 최대 전시장인 고양시 
킨텍스를 비롯하여 도내 31개 시·군별 특색에 맞는 중·소 규모의 MICE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행사 개최가 가능합니다. 

NICE to DO
회의에 최적화된 MICE 베뉴

경기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유니크 베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컨벤션에 휴양과 독특한 문
화적 관광 요소가 더해져 회의 참가자들에게 만족감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합니다. 자연을 오
롯이 느낄 수 있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유니크 베뉴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회의 그 이상의 새로움을 찾는다면 역시 경기도입니다. 

NICE to FALL IN LOVE
유니크 베뉴 + 휴양 + 문화가 결합한 
MICE 경기

경기 MICE

  

지원항목

•�국내외�MICE�전문지�광고�게재
•�MICE�관련�국내외�박람회�참가를�통한�홍보마케팅�추진
•�홍보물�제작,�홈페이지�운영�등

경기도 MICE 홍보 및 마케팅

•�  MICE�Alliance�구축�및�공동�마케팅�활동
•�경기도�MICE�산업�현황&통계�조사
•��MICE�교육�실시�및�참가

경기도 MICE 기반 구축

•�국내·국제회의,�기업회의�유치·개최�지원
•�해외�인센티브단체�유치·개최�지원
•�국제순회전시회&국제�이벤트�유치·개최�지원
•�지역�특화�MICE�발굴�및�육성

경기도 MICE 유치·개최 사업

PT/홍보물/
기념품�제작

해외연사�
숙박비

공식연회�개최
(Korea�경기�Night)

경기도�내�관광시설�
입장료(체험료)

회의시설�
임차료

전통시장,�쇼핑시설�
할인쿠폰�및�상품권

지원단계 유치지원 해외홍보�지원� 개최�지원

지원대상 국내·국제회의 전시회 이벤트 기업회의 포상관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