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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 MICE

110여개의 공공기관

및 법인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휴양시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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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이버, 오픈마켓

등을 통해 할인권 및

입장권, 숙박권 판매

국내,외 기업 연수,

단체 행사, 페스티벌

컨벤션, 세미나등을

기획, 운영

전국 리조트, 호텔 등

총판 및 위탁시설 기획

및 권역, 테마별 신규

제휴 시설 발굴

맞춤형 기업 복지

홈페이지(폐쇄용) 구축 및

통합 시스템 개발, 운영

모든 업무에 대한

투명한 경영 및 자금 지원,

계약 관리, 업무지원

MICE본부의 강점

1. 숙박

다년간 휴양소 운영의 노하우로

단체 숙박 요금 경쟁력 보유

2. 티켓

직판하는 티켓의 할인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3. IT

페스티벌, 컨벤션, 박람회, 세미나 등

지자체, 기업 행사 시 활용 가능한

플랫폼 및 홈페이지 제작

4. 기획력 및 운영

전문 기획자의 창조적인 행사 기획과

전문 인력의 운영 노하우



Programs

1.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2.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3. Incentive

4.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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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과 마음을 요가와 명상, 댄스를

통해 연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감정을 몸으로 연결하는 것만으로

도 스트레스가 완화되며 행복감을

느끼게 해 줍니다. 기업 평가 1위

색의 에너지와 성질을 심리 치료와

의학에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완화

하고 삶의 활력을 키우는 프로그램

입니다. 제한적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효과가 큽니다.

YES CHEF 시즌2 준우승 정준형

쉐프의 요리 시연과 요리방법, 

음식 철학 등을 참여자와 함께하

는 요리 콘테스트 형식의 프로그

램입니다.

사상체질별 스트레스 해소법과

맞춤 건강 관리를 유쾌하게 강연으로

풀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의 요청 1순위 스타 강사와 함께

합니다.

｜마음챙김(mindfulness) ｜컬러테라피

｜사상체질 강의 ｜HEELING  COOK

최근 기업 HRD는 조직의 성과를 넘어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기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ICE 본부는 트렌드를 반영 국내,외 우수한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을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 웰니스(wellness) :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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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제동, 철학자 강신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강사

분들과 함께 직원 교육, 토크쇼, 사

은 행사, 가족 초청 행사 형태로 기

획, 진행합니다.

좁은 업무공간에서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들에게

바른 운동 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기업 워크샵 프로그램 1순위로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으며, 팀워크를 다지기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입니다.

근육전체를 사용해야 하는 실내 클

라이밍 !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가르쳐드리고,

게임처럼 즐겁게 진행합니다.

｜인문학토크쇼 ｜홈트레이닝

｜클라이밍 ｜명랑운동회

최근 기업 HRD는 조직의 성과를 넘어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기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ICE 본부는 트렌드를 반영 국내,외 우수한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을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mage&query=%EC%B2%A0%ED%95%99%EC%9E%90+%EA%B0%95%EC%8B%A0%EC%A3%BC&merge=0&res_fr=0&res_to=0&sort=0&viewtype=0&site=&face=1&color=0&mcs=0&a_q=&n_q=&o_q=&sm=tab_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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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노래와 토크를 통해 유쾌하게

해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기한 마술의 비밀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시간!

일상생활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술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캠프 최고 인기 프로그램

아프리카 댄스는 모든 근육을

움직여 추는 춤입니다. 온몸으로

전해지는 북의 진동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제공하여 순수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가는 명상과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심신 수련 방법입

니다. 바른 호흡법을 통하여 마음을

안정 시킬 수 있으며 집중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추억뮤직공감토크쇼 ｜실생활 마술강의

｜요가/ 명상 ｜아프리카댄스

최근 기업 HRD는 조직의 성과를 넘어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기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ICE 본부는 트렌드를 반영 국내,외 우수한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을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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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봉사활동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면서 사회 전체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활동을 병행하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평판을 만들어 내며 참여하는 임직원분들에게는 나눔의 행복을 선사합니다.

희망 지역에 따라 봉사활동을 제

안해드립니다.

봉사 시 필요한 물품의 준비부터

활동 인증 안내를 위한 SMS 발송

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륙 봉사활동

제주 CSR프로그램은 올레길, 우도, 오름

등 제주도 곳곳에서 봉사활동이 가능하며

봉사활동 인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아름다운 제주 자연속에서

심신의 힐링을 함께 하십시오.

｜제주 봉사활동

기업연수를 통한 해외봉사활동은

기업의 기여도와 직원들의 애사심

및 자부심을 높이며 안으로는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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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성과를낸임직원들에게

포상의성격으로 제공하는

숙박 프로그램으로 가족초청행사

및시상식을동시 진행합니다.

임직원들의 가족들을 초청하여

다양한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함으로써 소중한추억을

공유할수있습니다.

선진국의 각 분야, 각 단위에

해당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선진 운영 시스템을 배우고

강점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입니다.

사내문화도모를위해힐링 캠프,

카라반캠핑등직원간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킬수있습니다.

｜휴양형 포상행사 ｜패밀리데이

｜힐링캠프

구성원의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업무 목표달성에 부응하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포상 연수!

성과 창출한 직원을 ‘가치있게’ 여기고, ‘가치있는’ 연수를 보냄으로 인해 소속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외 기업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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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각 평화누리 캠핑장, 양양 서피

비치 등등.. 자사 위탁 운영 시설을

기반으로 지자체와 협업 대규모 페

스티벌을 기획, 운영, 판매하고 있습

니다.

｜페스티벌 ｜DMC(컨벤션등)

｜AMC(국제학회등) ｜국내·외컨퍼런스

컨벤션 뷰로, 협력사 등 긴밀한 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클라이언트의

로컬 파트너로서 행사장 선정부터

행사운영,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사의목적과기대효과, Audience를

면밀히분석하여 다양하고

풍부한경험을 바탕으로최고의

컨설팅과운영전략을 제시합니다.

국제학회, 협회, 단체의사무국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연례적으로진행

되는행사와회원들을 위한관리및

운영서비스를 안정적으로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진각 평화누리캠핑장, 양양 서피비치 등 자사에서 위탁 운영하거나 판매하는 시설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업

대규모 페스티벌을 기획, 운영하며 국내,외 전시, 컨벤션, 국제회의등을 기획, 운영합니다.



Portfo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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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명｜ KB국민카드 고객센터 사상체질 강의

행사내용｜ 강의를 통한 지식 증대

행사기간｜
17.11.22~29
(총 2회차 진행)

행사주최｜ KB국민카드

행사장소｜ 서울,대전 행사규모｜ 225명

PORTFOLIO ( HRD )

행 사 명｜ 삼성전자 조직강화 프로그램

행사내용｜ 당일 이색 프로그램 체험으로 조직력 강화 목적

행사기간｜
17.06.22

(총 3팀 진행)
행사주최｜ 삼성전자

행사장소｜ 수도권 행사규모｜ 총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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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 HRD & CSR )

행 사 명｜
전국금융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제주 올레길 보듬 봉사단 2nd

행사내용｜ 문화/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봉사 기여

행사기간｜
17.10.14 ~11.05

(총 4회차 진행)
행사주최｜

전국금융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행사장소｜ 제주도 행사규모｜ 총 800명

행 사 명｜ KB국민카드 고객센터 힐링데이

행사내용｜ 클라이밍, EDM 요가, 댄스테라피 체험

행사기간｜
17.09.13 ~ 09.20

(총 2회차 진행)
행사주최｜ KB 국민카드

행사장소｜ 수도권 행사규모｜ 총 1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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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 INCENTIVE )

행 사 명｜ KB국민카드 CPM 워크샵

행사내용｜ 임직원들의 팀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샵

행사기간｜ 16.10.10~10.11 행사주최｜ KB국민카드

행사장소｜ 문경 STX 리조트 행사규모｜ 80명

행 사 명｜ KB국민은행 ECO힐링캠프

행사내용｜ 임직원 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애사심 증대를 위한 캠프

행사기간｜ 16.10.06~10.18
(총 4회차 진행)

행사주최｜ KB국민은행

행사장소｜ 제천리솜포레스트 행사규모｜ 총 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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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 INCENTIVE )

행 사 명｜ 백산농협 제주도 선진지 연수

행사내용｜ 조합원들의 제주농촌 체험 및 결속력 강화 및 경험 증대

행사기간｜ 17.02.22~02.24 행사주최｜ 백산농협

행사장소｜ 제주도 행사규모｜ 240명

행 사 명｜ 근로복지공단 2017 노사공동 직원 자녀 스키캠프

행사내용｜ 임직원 자녀들 스키캠프를 통해 애사심 증대

행사기간｜ 17.01.16~01.18 행사주최｜ 근로복지공단

행사장소｜ 대명비발디파크 행사규모｜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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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 INCENTIVE )

행 사 명｜ 코웨이 홈케어 I Love HC 가족 초청행사

행사내용｜ 임직원 가족초청 체험 및 관광을 통한 애사심 증대

행사기간｜ 17. 06.16~ 06.17 행사주최｜ 코웨이

행사장소｜ 서울/경기권 행사규모｜ 120명

행 사 명｜ 백산농협 태국 선진지 연수

행사내용｜ 조합원들의 해외 농촌 견학 및 경험 증대

행사기간｜
17.03.06~03.24

(총 3회차 진행)
행사주최｜ 백산농협

행사장소｜ 태국 행사규모｜ 총 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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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 INCENTIVE )

행 사 명｜ KB국민카드 고객센터 힐링캠프

행사내용｜ 임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캠프

행사기간｜
17.09.13~14 (1차)

17.09.19~20 (2차)
행사주최｜ KB국민카드

행사장소｜ 원주 오크밸리리조트 행사규모｜ 총 150명

행 사 명｜ 코웨이 홈케어부문 직원부모 사은행사

행사내용｜ 임직원 부모님을 초대하여 유명 연예인 디너쇼 진행

행사기간｜
16.12.23~12.25

(총 3회차 진행)
행사주최｜ 코웨이

행사장소｜ 서울, 대구 행사규모｜ 총 4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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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 INCENTIVE )

행 사 명｜ IBK기업은행 카라반캠핑 문화행사

행사내용｜ 임직원들과 함께 보내는 1박2일 카라반 캠핑행사

행사기간｜
17.06.03~ 11.05

(총 2회 차 진행)
행사주최｜ IBK기업은행

행사장소｜ 도고 파라다이스 행사규모｜ 400명

행 사 명｜ KB국민카드 가화만사성 가족체험행사

행사내용｜ 임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 및 식사진행

행사기간｜ 17.09.23~11.15 
(총 3회 차 진행)

행사주최｜ KB국민카드

행사장소｜ 여주 / 밀양 / 전주 행사규모｜ 총 1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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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 INCENTIVE )

행 사 명｜ 코웨이 1부문 닥터 패밀리데이

행사내용｜ 임직원 가족 대상 카라반 캠핑을 통한 결속력 강화

행사기간｜ 17.06.22~23 행사주최｜ 코웨이

행사장소｜ 가평 이노리조트 행사규모｜ 160명

행 사 명｜ LH노동조합 우수조합원 노동연수

행사내용｜ 조합원간의 결속력 강화 및 경험 증대

행사기간｜ 17.11.27~29 행사주최｜ LH노동조합

행사장소｜ 일본(오사카) 행사규모｜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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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 PCO )

행 사 명｜ 코로나 선셋 비치 페스티벌

행사내용｜ 티켓판매 및 티켓발권 관리, 글램핑 및 카라반 운영

행사기간｜ 17.08.10 ~ 08.27 행사주최｜ 서피비치,코로나

행사장소｜ 강원도 양양 행사규모｜ 약 5,000명

행 사 명｜ 2016 GTI 세계무역투자박람회

행사내용｜ 신동북아 시대-협력, 발전, 상생 목적

행사기간｜ 16.10.13~10.16 행사주최｜ GTI 사무국

행사장소｜
속초 청초호 유원지

엑스포 광장
행사규모｜ 약 8,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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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사진

PORTFOLIO ( PCO )

행 사 명｜ 2016 GMES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행사내용｜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세계 시장 개척 지원 및 수출 증대

행사기간｜ 16.09.22~09.23 행사주최｜ 강원 KOTRA 지원단

행사장소｜
강원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행사규모｜ 약 3,000명

행 사 명｜ IEA-DHC 2016 지역냉난방 국제학술대회

행사내용｜ 지역냉난방 기술교류 및 에너지 신산업 확산 방안 논의

행사기간｜ 16.09.04~09.07 행사주최｜ IEA‧DHC

행사장소｜ The K Hotel 행사규모｜ 약 2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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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사를 대행하는 단순한 그룹이 아닙니다

오랜 경력과 노하우로 트렌드를 반영한 컨셉과 주제를 설정하고

컨텐츠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 전문가 그룹 ” 입니다

Introduce MICE

MICE

행사 컨셉에 맞는

컨텐츠 개발 및 제안

차별화된

행사 기획 및 실행

특화된 출연진

섭외 능력

원활한 행사 진행

및 마무리



Thank You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96길 32 (삼성동) 대윤빌딩 6층 T 02-6479-9719 F 02-567-0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