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 OPPORTUNITIES IN KOREA

잠재파트너

관련 기관 및 협회 리스트

잠재파트너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웹사이트

www.mcst.go.kr

주요 역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가 관광정책을 개발하여 추진
-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관
광서비스 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고품격 관광을 추구
•정부 관광정책 집행기관으로, 의료관광, 크루즈관광,
한류관광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한국 관광상품을 개발·보급

한국관광공사

kto.visitkorea.or.kr

•해외마케팅 전진기지인 31개 해외지사를 중심으로 해외관광
시장을 개척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관광업계와 공동
홍보마케팅 사업을 지원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과 추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연구과제를 수행

한국문화관광연구원

www.kcti.re.kr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광관련 국제기구 등 외부의 위탁에
따라 수탁 연구과제를 수행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을 운영하여
관광정보의 생산과 보급을 촉진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함

한국관광협회중앙회

www.ekta.kr

•관광업계 전반의 의견을 통합·조정하고 국내·외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관광산업의 진흥과 회원의 권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
•관광호텔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업종별 협회로 설립

한국호텔업협회

www.hotelskorea.
or.kr

한국여행업협회

www.kata.or.kr

•주요 업무는 정부 위탁업무인 호텔업에 대한 등급심사 및
등급결정 업무와 관광진흥개발기금(호텔업 운영자금) 업체
선정, 관광호텔산업 정책지원 및 현황대책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정책자문, 관광호텔 종사원 교육훈련 등
•여행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설립
•여행불편처리센터를 운영하여 여행소비자 피해보상 업무를
중재하고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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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파트너

기관명

웹사이트

주요 역할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www.koreacasino.
or.kr

•카지노 분야의 업종별 관광협회로서, 카지노업의 업무개선에
관한 지도감독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카지노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활동 등을 수행

www.condo.or.kr

•한국의 휴양콘도미니엄업계를 대표하고 업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조정하고,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콘도미니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한국휴양콘도
미니엄경영협회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www.kaapa.or.kr

www.micekorea.or.kr

•유원시설 업체 간 친목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유원시설
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검사·홍보활동을 추진

•회원사의 권익 대변, 입찰 정보 제공, PCO 홍보, 인력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
www.kapco.or.kr

kef.sports.or.kr

대한골프협회

www.kgagolf.or.kr

대한요트협회

www.ksaf.org

웹사이트

위치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www.seoul.go.kr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마이스과, 관광개발추진단)

www.busan.go.kr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www.daegu.go.kr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www.incheon.go.kr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정책실
(관광진흥과)

www.gwangju.go.kr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마케팅과)

www.daejeon.go.kr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울산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www.ulsan.go.kr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문화국
(관광문화재과)

www.sejong.go.kr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www.gg.go.kr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협회 회원사는 현재 49개사로 구성되어 있음
-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 국제회의 기획을
전업으로 영위하고 전담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PCO만을
대상으로 한 자격심사를 거친 회원사들로 구성됨

대한승마협회

담당 부서

•업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국내·외 관련기관과 상호
협조함으로써 한국 MICE산업의 진흥과 회원의 권익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국제회의 산업 육성을 도모하여 사회적 공익은 물론
관광업계의 권익과 복리를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국PCO협회

지방자치단체명

•유원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회원의 권익을 증진, 보호함을 목적으로 설립

•현재 200여 개의 MICE 관련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MICE 업계를 대표함
한국MICE협회

지방자치단체 리스트

•한국 승마산업의 발전을 위해 승마 지도자 및 심판 육성, 승마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

•골프스포츠의 진흥과 보급을 통하여 국민 체력 향상과
골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

•세일링 및 요트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요트선수와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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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명

담당 부서

웹사이트

위치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관광개발과)

www.provin.gangwon.kr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항공과)

www.chungbuk.go.kr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www.chungnam.go.kr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총괄과)

www.jeonbuk.go.kr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
(관광과)

www.jeonnam.go.kr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경상북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과)

www.gb.go.kr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www.gyeongnam.go.kr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제주
특별자치도

관광국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 
카지노감독과)

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