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컨벤션뷰로 -

국제회의 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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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19년도 이후 국제행사를 대구로 유치/개최 확정한 학·협회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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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 외국인 참가자 10명 이상이며 아래 국제회의 통계기준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회의 (※ 외국인 참가자의 경우, 본 행사 참가를 위해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만 포함)
ICCA(국제컨벤션협회) 기준 국제회의
· 총 참가자 50명 이상, 3개국 이상 순회 개최
UIA(국제협회연합) 기준 국제회의
· “UIA’s Year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기구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의 경우, 총 참가자 50명 이상 회의
· “UIA’s Yea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지부 등에서 주최하는 국제 회의의 경우,
아래 기준 모두 충족할 것
국제
회의
통계
기준

-

최소 2일 이상 개최
주최국 제외, 최소 5개국 참가
외국인 참가자 비율 40% 이상
총 참가자 250명 이상
(단, 전시회가 동반개최 되는 경우에는 총 참가자수 상관없음)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기준 국제회의
·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주최하는 회의로
3일 이상, 5개국 총 300명 이상, 외국인 100명 이상
·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주최하는 회의로
2일 이상, 외국인 참가자 150명 이상
한국관광공사 기준 국제회의
· 1박 2일 이상, 외국인 참가자 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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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규모
- 참가자 수(국내외), 기간, 관련 산업 등 지역파급효과를 종합 심사하여 결정

❍ 단계별 지원내용
단계

지원대상

지원항목

· 유치제안서 및 유치발표자료 제작
ICCA, UIA, 국제회의산업육성에
· 대구유치단 파견 및 투표권자 대상 마케팅 활동
관한 법률 기준, 국제회의로
유치
· 해외 홍보부스 운영
대구에 유치하기 위해 공동
· 홍보영상, 브로슈어 등 유치홍보물 제작
마케팅이 필요한 회의
· 유치위원 항공 지원(1인, Economy Class)
대구 유치 확정 후, 참가자
해외
· 참가자 증대를 위한 전차 대회 홍보부스 운영
증대 등 해외홍보가 필요한
홍보
· 홍보물 및 기념품 지원
회의 (※1회 지원)
· 행사 규모에 따른 대구시 개최지원금 지급
※ 지원 항목

개최

2019년 이후, 대구 개최가
확정된 국제회의

-

연회(환영리셉션, 만찬 등)
행사장 임대료
관광프로그램 운영
행사 홍보물 제작

· 학회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버스 및 외국어 가능 전문 가이드 지원)

· 맛지도, 관광책자 등 각종 홍보물 지원
· 행사장 내 웰컴데스크 운영
· 행사장 및 숙박 등 관련 지역업체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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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 신청 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jey@daegucvb.com)로 신청

❍ 지원 절차
신청·접수
유치,홍보,개최
시점에서 최소 1개월 전

⇨

심사 및
지급결정 통지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접수
⇨

사업종료 후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 접수 후
2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