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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개요
[ 목적 ]

· 협회 회원사 중심으로 MICE산업과 관련된 공공·민간 조직 간 협력 강화

· 국내외 MICE산업과 관련된 최신 트렌드 및 정보 공유

· MICE 목적지로서 개최지 홍보 및 지역MICE산업 활성화

[ 추진방향 ]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한민국 MICE산업의 새로운 비전 제시

· 협회 회원사 모든 구성원(RTO, CVB, 센터, PCO, PEO, 서비스업, 호텔, 여행사, 공공기관, 

지방정부 등)과 중앙정부·지방정부, 주최자(협·학회 단체) 등 MICE 관계자 참여 독려

· 현장 참가자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상호 교류의 기회 제공

· 개최지역의 MICE 환경·관광자원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행사명
2021 아태마이스비즈니스페스티벌

(Asia Pacific MICE Business Festival 2021)

추진방향
비전

(Vision)
참여

(Participant)
경험

(Experience)

주요행사 전시
MICE 

주최자 상담회
환영만찬 ·

오찬

기조강연 ·
분과세션

유니크 투어

[ 개요 ]

· 행 사 명: (국문)2021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2021 마페) 

(영문)Asia Pacific MICE Business Festival 2021(APMBF 2021)

· 주 제: New Vision, Agile Partners 

· 일정/장소: 2021년 4월 29일(목) - 30일(금), 울산전시컨벤션센터

· 주 최: (사)한국MICE협회

· 주 관: (사)한국MICE협회, 울산관광재단

·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울산광역시, 대전마케팅공사

· 프로그램: 기조강연 & 환영만찬, 오찬, 멘토링 세션, 세션1~4, 전시, 주최자 상담회, 유니크투어

후원 전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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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대상

[ 협회 회원사 ]

· 300여 개 국내 MICE 기업

- RTO, CVB,  컨벤션센터

- PCO, PEO 등 컨벤션, 전시 기획사

- 기념품, 시스템, 통역, 의전 수송 등

서비스 제공업체

[ 협학회 단체 ]

· 국내 행사 주최자

- 의학, 공학 등 협학회 단체

- 정부, 공사 등 행사 주최자

[ 유관기관 ]

· 국내 MICE 관광 관련

지자체 담당 공무원

· 관광청 및 대사관

[ 비회원사 ]

· MICE 관광산업 관련 기업

· MICE 학계 연구원 등 유관 기관

2021마페

활용방법

한국MICE협회 회원사 교류

한국MICE협회 300여 개 회원사와의 교류와

비즈니스 기회가 있습니다.

향후 개최 MICE 행사 정보 수집

MICE 주최자 상담회를 통해, 향후 MICE 행사 개최 계획이 있는

협학회 단체와의 비즈니스 미팅이 가능합니다.

MICE 업계 새로운 비전 공유

업계 재직자에게 Insight를 줄 수 있는 기조강연과

다양한 세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MICE 비즈니스 창출

MICE 홍보의 장 2021마페에서 전시 부스, 후원 참여로 지역, 

MICE 시설, 관광지, 상품 및 서비스 홍보가 가능합니다.

후원 전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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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행사 사진

APMBF2019 사진

(APMBF2020 온라인 개최)

후원 전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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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원 개요

구분 제공사항
Gold

(후원/Sponsor)
Silver

(후원/Sponsor)
Items

(협찬/Partner)

사전 혜택

행사 홈페이지

로고 노출
○ ○ ○

뉴스레터 로고 노출

(5회 이상)
○ ○ ○

SNS 로고 노출 ○ ○ ○

개최기간 혜택

참가 등록 무료 10명 5명 협의

기본부스 제공 2개 1개 -

공식행사 VIP 초청 1명 - -

홍보 영상 재생

(3분 이내)

환영만찬

시작 전

오찬

시작 전
-

메인 스크린

로고 노출
○ ○ ○

현장 제작물 로고 노출

(현수막, 배너 등)
○ ○ ○

행사장 내

홍보물 비치
○ ○ -

사후 혜택

The MICE Plus

지면광고

표지광고

1P
- -

해외기관 대상

후원사 홍보 뉴스레터 발송
○ ○ -

후원비(VAT 포함) 1,100만원 550만원 현물

[ 개요 ] 

다양한 등급별 후원 참여로 브랜드 및 서비스를 홍보하여 비즈니스를 확대하세요!

(지자체, RTO, CVB, PCO, PEO, IT, 여행사, 호텔, 서비스 제공 업체 등 모든 MICE 분야 참여 가능)

Gold, Silver 등 현금 후원 뿐 아니라 다양한 품목의 단품 후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전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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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원 혜택
[ 등급별 후원 혜택 ] 

[사전혜택]

- 행사 홈페이지 로고 노출

- 뉴스레터 로고 노출(5회 이상)

- SNS 로고 노출

[개최기간 혜택]

- 무료 등록 10명

- 기본부스 2개 제공

- 공식행사 VIP 초청 1명

- 환영만찬 시작 전 홍보 영상 재생(3분 이내)

- 메인스크린 로고 노출

- 현장 제작물 로고 노출(현수막, 배너 등)

- 행사장 내 홍보물 비치

[사후 혜택]

- The MICE Plus 표지광고 1p

- 해외기간 대상 후원사 홍보 뉴스레터 발송

[후원비(VAT포함)] 1,100만원

[사전혜택]

- 행사 홈페이지 로고 노출

- 뉴스레터 로고 노출(5회 이상)

- SNS 로고 노출

[개최기간 혜택]

- 무료 등록 5명

- 기본부스 1개 제공

- 오찬 시작 전 홍보 영상 재생(3분 이내)

- 메인스크린 로고 노출

- 현장 제작물 로고 노출(현수막, 배너 등)

- 행사장 내 홍보물 비치

[사후 혜택]

- 해외기간 대상 후원사 홍보 뉴스레터 발송

[후원비(VAT포함)] 550만원

[사전혜택]

- 행사 홈페이지 로고 노출

- 뉴스레터 로고 노출(5회 이상)

- SNS 로고 노출

[개최기간 혜택]

- 무료 등록 인원 협의

- 메인스크린 로고 노출

- 현장 제작물 로고 노출(현수막, 배너 등)

[후원비(VAT포함)] 현물

후원 전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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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원 혜택 예시

[행사 홈페이지 로고 노출]

[뉴스레터 로고 노출] [SNS 로고 노출]

후원 전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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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원 혜택 예시

[메인스크린 로고 노출]

[현장 제작물 로고 노출]

[The MICE Plus 지면광고]

후원 전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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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후원 효과

1. 기업 브랜드 및 상품서비스 홍보

- MICE 관련 기관 및 업체 대상 기업 홍보

- 국내외에서 참가하는 MICE 참가자들 대상으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

- 기업의 최신상품 및 서비스 체험 및 홍보 기회

2. MICE 비즈니스 확대

- MICE 행사 개최 시 회원사들과

협업을 통한 비즈니스 창출

- MICE 관계자들과 네트워킹 형성

- MICE 업계 최신 동향 파악

3. 후원 등급에 따른

적극적 홍보 마케팅

- 전시 홍보 부스, 협회 계간지

/블로그/SNS 홍보 등

5. 후원 신청
· 신청방법: 후원 신청서 및 제반서류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후원 참가 신청서 1부, 업체 로고 파일(ai), 사업자등록증 1부

· 납부방법: 계좌이체 (국민 344901-04-074496, 예금주: (사)한국마이스협회)

· 납부기한: 4월 9일(금)까지

· 신청문의: 이승우 선임파트장 (T. 02-6366-0716, E. lsw@micekorea.or.kr)

후원 전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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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 개요
· 장소: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F 전시장

· 참가업체: 국내 MICE 유관기관 및 사업체

· 부스 참가비: 회원사 143만원, 비회원사 165만원

(APMBF2020 부스 참가사 30% 할인 적용하여 100만원)

· 제공사항: 기본 부스(3*2m), 파이텍스 바닥, 테이블(1개), 의자(2개), 상호 간판(현수막), 

인포데스크(1개), 콘센트 2구(1개), 전기단상 220v(1kw), 

1인 등록비 무료 제공, 부스 출입증 2인 제공

· 혜택

- MICE 비즈니스 및 기업 홍보 기회

- 네트워크 구축

- MICE 최신 정보 공유

*기본 부스 *멀티형 기본 부스

※ 본 시안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 부스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전시 일정
구분 일자 시간 내용

장치공사 4월 28일(수) 09:00-17:00

부스마킹 Zone 구성,

기본부스 장치공사,

전기 간선공사, 인터넷 설치

전시품 반입 및

출입증 수령
4월 29일(목) 09:00-11:00

참가업체 전시품 반입 및 설치

*출입증 수령(등록데스크)

전시부스 운영
4월 29일(목) 10:00-16:30

전시 및 상담 진행
4월 30일(금) 10:00-16:30

전시품 반출 및 부스 철거 4월 30일(금) 16:30-20:00 모든 전시품 반출 및 철거

후원 전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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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전시 신청서 및 제반서류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전시 참가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납부방법: 계좌이체 (국민 344901-04-074496, 예금주: (사)한국마이스협회)

· 납부기한: 4월 9일(금)까지

· 신청문의: 이승우 선임파트장 (T. 02-6366-0716, E. lsw@micekorea.or.kr)

3. 전시 부스 신청
후원 전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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