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개요
 행사개요

2019 ITB Asia 전시회 MICE 미래인재
해외탐방단 운영 국외 출장계획서

○
○
○
○
○
○

행사 명 : ITB Asia 2019

１０

일

시

: 2019. 10. 16.(수)~

. 18.(금), 3일 간

장

소

: 싱 가 포 르 , Sands Expo Convention Center

주

최 : M esse Berlin(Singapore) Pte. Ltd

규

모

- 113개국 11,000명, 바이어 951명, 전시업체 940개사 참여

주요 내 용
- MICE 미래인재 활동 우수자에게 ITB Asia 현장탐방의 기회 제공

․

도시별 사례 발표 분석, 마케팅 사례 공유 등

- 글로벌 현장 경험 및 교육 세션 참가를 통한 새로운 시각 확대
- 서울 홍보관 및 서울 오찬 설명회 준비 지원
- 각 도시 별 마케팅 분석을 통해 사후 MICE 사업계획에 반영
- 싱가포르 유니크베뉴 방문 및 분석을 통해 서울 유니크베뉴 마케팅에 적극 반영

2019. 10.

2 세부 출장계획
 출장 개요

○
○
○

출장기간 : 2019. 10. 15.(화) ~ 10. 19.(토), 3박 5일
출 장 지 : 싱가포르
출장인원 : MICE마케팅팀 1인
업무 내용

- 해외 현장탐방단 참가자 관리, 현장탐방 기획 및 운영
- 타 기관 부스 운영내용 벤치마킹 및 네트워킹

(MICE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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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오찬 설명회 행사 지원 및 교육 세션 참가
- 해외 현장탐방단 출장 품의 및 결과보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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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일정

네트워킹

구 분

구 간

10/15(화) 출국

출발일시

인 천 ⇒ 싱 가 포 르

10/15(화) 16:10

도착일시
10/15(화) 21:30

비행시간
총 6시간 20분

시장 조사
10/19(토) 귀국

싱 가 포 르 ⇒ 인 천

10/18(금) 22:50

10/19(토) 06:20

총 6시간 30분

 출장일정(안)
일자

시간

주요내용

비고

10.17.

16:10~21:30

인천 → 싱가포르 창이공항 도착

항공편: OZ751

(목)

21:30~23:00

숙소 이동

-

08:45~10:00

Opening Keynote

11:00~14:00

서울 MICE 설명회(Seoul Hosted Luncheon) 준비 지원

13:00~16:00

전시장 부스 관람 및 각 도시별 경쟁력 분석

16:00~18:00

도시 인프라 시찰 1: 마리나 베이 샌즈 방문

10:00~11:00

Keynote Session Day 2 참가

10/17
(목)
ITB Asia
2일차

10/18
(금)
ITB Asia
3일차

10/19
(토)

서울 MICE 설명회(Seoul Hosted Luncheon) 준비 지원

14:00~15:00

ITB Asia 전시장 부스 관람 및 전시현황 파악

탐방단 미션1

15:00~16:00

CVB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도시 경쟁력 분석
: 싱가포르

탐방단 미션2

16:00~18:00

도시 인프라 시찰 1: 마리나 베이 샌즈, 가든
스 바이더 베이, 싱가포르 플라이어,
Art science 박물관

탐방단 미션3

10:00~11:00

10/15
(화)
10/16
(수)
ITB Asia
1일차

12:00~14:00

11:00~12:00

교육세션 참석

13:00~14:00

CVB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도시 경쟁력 분석

14:00~18:00

도시 인프라 시찰 2:
리조트월드컨벤션센터 방문

교육

11:00~12:00
시장 조사

14:00~18:00
10:00~11:00

교육
Sands EXPO
Convention
Center 외

10.18.

Keynote Session Day 2 참가
: The future of travel distribution
*아고다, 구글, 트립어드바이저 소속의 패널 참가
교육 세션 참석:
관광산업에 사진기술이 미치는 영향
도시 인프라 시찰 2:
리조트월드컨벤션센터 방문

탐방단 미션3

Keynote Session Day 3 참가
: The new Chinese travellers

11:00~11:30

교육 세션 참석: 호텔의 4차산업의 미래
*한국기업 -야놀자

11:30~12:30

교육세션 참석: 무슬림 관광
Getting Onboard Halal Travel 2.0

(금)

Basement2

태국컨벤션뷰로(TCEB) 부스 방문 및 인터뷰

탐방단 미션2

13:30~15:00

10:00~11:00

Keynote Session Day 3 참가

11:00~15:00

교육 세션 참가 및
전시장 자유 탐방

15:30~18:30

도시 인프라 시찰 3: 스포츠 허브 방문

19:00~20:00

숙소 → 싱가포르 창이공항 이동

-

22:50~

싱가포르 → 인천

항공편: OZ752

~06:20

수하물 수취 후 해산

미션 수행을 위한 전시장 자유 탐방

시장 조사

15:30~18:30

※

도시 인프라 시찰 3: 싱가포르 스포츠 허브 방문

탐방단 미션3

일정 진행 불가 시, 싱가포르 유니크베뉴 등 도시 인프라 시찰 예정

 해외 뷰로 마케팅 사례 및 도시 경쟁력 분석

○

MICE 경쟁 도시 벤치마킹을 위한 관련 미션 수행

- 각 도시별 홍보 PT에 참석하여 도시 경쟁력 분석

 주요 참가 일정

○

- 해외 뷰로 담당자와의 인터뷰 미션 수행을 통해 정보 공유의 기회 마련

교육과 전시회 홍보부스 참석으로 글로벌 MICE 현장 경험

날짜

구분

시간

10.16.

교육

08:45~10:30

Opening Keynote _ Booking.com

시장조사

11:00~12:00

ITB Asia 전시장 부스 관람 및 전시현황 파악

(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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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Begonia

 ITB Asia 교육세션 참석

○

교육 세션 참석을 통한 글로벌 MICE 미래인재 역량 증대

- 기조 강연 및 주요 교육 참석을 통해 MICE 업계 트렌드 파악

Ballroom
탐방단 미션1

- 교육 결과보고 작성을 통해 주요 내용 MICE 미래인재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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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탐방단 미션 수행

○

전시회 참가 중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며 참석 효과를 높임

- 해외 탐방 출발 전 2차례의 사전 회의 진행
- 미션 수행에 대한 결과보고 작성을 통해 향후 내용 공유
- 탐방단이 기획한 컨셉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특색있는 기념품 제공
구 분

내용

비고

미션 1

전시장 부스 관람 및 전시현황 파악

ITB Asia 전시장 내

미션 2

CVB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도시 경쟁력 분석

태국, 싱가포르(예정)

미션 3

도시 인프라 시찰 / 싱가포르의 유니크베뉴 분석

-

다과를 담은 복주머니

노리개_악세사리

외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다과

4 기대효과
 2019 ITB Asia 해외탐방단 참가 주요 기대효과

○
○
○
○
○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글로벌 MICE 도시 싱가포르 마케팅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사후 MICE 사업에 적용 가능
서울 MICE 미래인재 활동 우수자에게 해외 탐방의 기회를 제공
하여 향후 미래인재 신청 희망자 증가 기대
해외 탐방단에게 MICE 산업에 대한 글로벌 현장 경험 부여
MICE 경쟁 도시 벤치마킹 및 분석을 통한 정보 공유
교육 세션 참가 후 교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타 MICE 미래인재에게
주요 내용 공유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