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국MICE관광학회/한국무역전시학회/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세션1-1 학술세션2-1 학술세션3-1 학술세션4-1
13:00~14:30
컨벤션

전시

14:30~15:00

□ 행사기간 : 2020년 12월 3일(목) ~ 4일(금)
□ 개최장소 : 제주신화월드 랜드관 외

이벤트

특별세션1

공모전

특별세션2

공모전

관광일반

커피브레이크
학술세션1-2 학술세션2-2 학술세션3-2 학술세션4-2

15:00~16:30
컨벤션

□ 주최 : 한국MICE관광학회, 한국무역전시학회,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

전시

□ 후원(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주컨벤션뷰로

16:30~17:00

□ 주제 : 지속가능한 MICE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위기관리 및 미래

*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관광일반

폐회 및 공모전 시상식

대응 전략
□ 참석규모 : 국내외 MICE 및 관광분야 학계, 업계 전문가, 정부 및 연구·
공공기관, 일반인 등 약 200여명 (온/오프라인 동시개최)
□ 행사구성 : MICE진흥대상 시상, 기조강연, 학술논문발표, 공모전 등
□ 프로그램(안)

□ 논문 접수
논문 접수 일정
발표논문 제목 제출 기한: 11월 20일(금) 24:00

시 간

프 로 그 램

■ 12월 3일(1일차)

- 발표논문 제목, 성명, 소속, 이메일, 휴대폰 정보를 이메일로 송부
발표논문 제출 기한: 11월 30일(월) 24:00
- 발표논문 양식: 논문 및 PPT

15:00~18:00

Pre-Tour / 학회 이사회

18:00~20:00

환영만찬

* 논문은 토론자와 좌장에게만 배포할 예정이며, 제출한 PPT로만 자료집 제작
* 논문발표는 코로나19 등 상황에 의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논문 접수 & 문의

■ 12월 4일(2일차)
09:00~10:00

10:00-10:30

등록 (113~114호)

개회식

환영사 - 이은성 한국MICE관광학회 회장
- 황희곤 한국무역전시학회 회장
- 김도균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 회장

11:30-13:00

- 특전사항: 학회 발표논문은 한국MICE관광학회, 한국무역전시학회, 한국이벤트컨벤션학
회 학회지에 우선 게재
- 논문투고 문의 : 경기대학교 이병철 교수, 박우택 편집간사(010-5123-7648)

축사 - 미정
MICE진흥대상 시상

10:30-11:30

발표논문 접수: 경기대학교 이병철 교수(asecpaper@gmail.com)

기조강연

□ 대학(원)생

지속가능한 MICE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위기관리 및
미래대응 전략
오찬

MICE

공모전 세부계획

공모전 개요
주 제: 국내 유니크베뉴 활성화 전략 및 신규 유니크베뉴 발굴
1. 지역 스토리텔링을 통한 숨겨진 유니크베뉴 발굴 및 활용방안
2. 포스트코로나시대 유니크베뉴 활용방안

공모자격

전국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 개인 또는 4인 이하로 구성된 팀

공모형식

기획안 제출 후 사전심사를 통해 본선 출전팀 선정, 경진대회 발표(온라인)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프레젠테이션 자료(PPT 30장 내외, 한 팀당 발표시간
10분 내외, Q&A 시간 포함 20분 이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심사기준

시상내역 (총6팀) - 상장 및 상금 수여

창의성

20%

대상 : 한국관광공사장상 & 상금 300만원

1팀

실행가능성

30%

최우수상 : 학회장상 & 상금 100만원

1팀

30%

우수상 : 학회장상 & 상금 50만원

1팀

20%

장려상 : 학회장상 & 상금 30만원

2팀

아이디어상 : 학회장상 & 상금 10만원

5팀

준비도
발표

공모전 접수 일정
공모전 신청서 제출 기한: 11월 20일(금) 24:00 (첨부한 양식에 작성 후 제출)
공모전 제안서 제출 기한: 11월 30일(월) 24:00 (PPT)
공모전 접수 & 문의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한남대학교 이상민 교수(ssmin-2000@hanmail.net)
대학생 공모전 문의: 한남대학교 이상민 교수(010-9047-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