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 스마트관광 ”
□ 일반 현황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본사)
* ‘관광기업지원센터‘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홈페이지

http://kto.visitkorea.or.kr/

지원분야

관광특화

담당자

이름

연락처(내선)

김인경

02-729-9466

이미숙

02-729-9458

이메일
venturepackage@
knto.or.kr

□ 기관소개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1962년 국내
관광산업의 태동기부터 오늘까지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척박한 환경에서 관광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닦았던 과거를 넘어, 관광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국민경제의 주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Ÿ 외래객 및 내국인 대상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 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업무
Ÿ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훈련 등
[조직현황] 4본부, 15실·1원, 4센터·50팀, 34 해외지사, 10 국내지사
[관광분야 창업지원 인프라]
① ‘11년부터 ’관광벤처사업‘ 지속 실시 및 ’19년부터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실시 중으로,
10년 동안 축적된 스타트업 발굴·육성체계 및 노하우 보유

② ‘17년부터 서울센터 내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 기업 입주공간 및 네트워킹, 전문상담 등 지원
Ÿ 입주지원 : 사무공간(스마트워크 18석 및 독립 29실) 및 공용공간(라운지(2개층), 회의실(7실), 다목적홀(2실))
Ÿ 컨설팅 : 전담 컨설턴트 상주 및 심화 컨설팅 연계 지원
Ÿ 네트워킹 : 월1회 정기 간담회 개최 및 협업프로젝트 등 추진

* ‘19년부터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기반 관광창업 체계 확산
(’19년 부산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중, ’20년 신규 3개소 개소 예정)

③ 국가대표 관광진흥기관으로서의 높은 신뢰도, 전문성 및 업계와의 네트워크 보유
Ÿ 국내외 관광업계·기관과의 협업·네트워크 역량, 노하우 및 44개 국내·외 지사, 13개 외국어 관광정보
포탈보유 등 독보적인 국내·외 홍보마케팅 인프라를 바탕으로 관광벤처기업 대상 맞춤형 홍보 마케팅
활동 지원

* 2019년 24개 부서 협업, 전시회·박람회·이벤트 등 44개 지원프로그램 운영, 326개 기업 참여

□ 「2020 예비창업패키지」지원계획
[‘스마트관광’ 분야 유망 예비창업자 25명 발굴]
« ‘스마트관광’이란? VR/AR,빅데이터,챗봇,O2O,모빌리티 등 신기술에 관광을 융·복합하여 관광객들
에게 차별화된 경험·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만족도를
강화하는 관광활동

[스마트관광기업 육성 계획]

§

(협약초기) 선정 직후 전문가 종합 진단을 통해 사업과정 상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 4인1조(BM,투자,마케팅,기술)로 구성된 진단컨설팅 1회 제공

§

(사업화 단계)
« 전담멘토 중심 사업화 과정 밀착 관리 (월 2회)
« 각 기업별 심화컨설팅 필요영역에 대해 전문컨설팅 2회 제공 (1:1 대면컨설팅) 및 포인트 멘토링
제공 (1.5시간 온라인)
« 기본 창업교육 프로그램(창진원 제공) 외에 공사 관광벤처아카데미와 연계한 관광특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30시간 내외)
« 주 1회 사업비 집행승인 및 정산

§

(사업 후반 및 협약이후) 국내·외 홍보·판로개척 기회 부여, 선배기업과의 네트워킹/피칭 참가지원
« 협약기간 및 협약종료 이후 3년간 44개 국내·외지사 사업과 연계한 판로개척 사업 참여기회 부여
(단, 사업화 완료 기업 대상)

[‘관광기업지원센터’ 프로그램 연계 지원]
« (사무공간) 입주자격 부여 및 회의실 등 협업 공간 제공 (가점부여)
« (컨설팅) 창업기업 대상 무료 전문 상담 및 컨설팅 기회 제공
« (네트워킹) 선배 관광벤처기업과의 협업기회 제공

□ 주요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내용
§

관광특화 아카데미
(6~8월)

§

§
국제 관광스타트업
행사 참가지원
(10월)
(The WiT Seoul)

§

§
커넥팅 데이 (6월)
§

§
멘토링 데이 (10월)

§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연중)
§

지원규모(명)

관광시장 이해를 위한 기초 이론교육부터 시장/아이템별
실무교육까지 종합구성 (30시간 내외, 집합 및 온라인
제공)
관광산업의 이해와 지역특화 콘텐츠, 관광 홍보/마케팅
전략, 관광상품 유통 채널, 소셜커머스&오픈마켓 등
수요기반 커리큘럼 구성

25

스타트업 피칭, 홍보 테이블 운영, 멘토링 및 네트워크
기회 제공
‘The Web in Travel Seoul 2020’는 글로벌 OTA 등
세계 온라인 관광시장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행사로 관광스타트업에게 국제적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국제 투자자 대상 피칭과 홍보 기회를 제공함

10명 이내

관광벤처기업 및 관광중소기업 교류증진을 위한 소통
의 장을 마련하고 관광스타트업 업계 현안 및 최신
트렌드 습득
국내·외 관광분야 우수 벤처기업 사례발표 및 트렌드
분석, 참가 기업 간 네트워킹

25

벤처업계 종사자, 선배기업, 투자 관계자, 판로개척
및 마케팅,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멘토단과 1:1
멘토링 및 네트워킹 제공

25

본사 및 44개 국내외 지사 사업과 연계 국내·외 전시
회·박람회 등 참여, 지자체·RTO(지역관광공사) 대상
B2B 상담회 참여지원, 공사보유 채널(대한민국구석구
석, Visitkorea 등) 연계 홍보, 언론 홍보 등 지원
(절차) 지원프로그램 공지 및 참가접수 → 심사 →
기업선정 → 참여지원

회차별
상이

비고

§

교육

§

네트워킹/
판로개척/
피칭

§

네트워킹/
피칭

§

네트워킹/
멘토링

§

홍보·판로
개척

